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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보인권에 한 입법과 문제   책

1. 서론

가. 서설(연구목 )

한국 산원이 발표한 2006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세계에서의 주요 IT 련지

수에 있어 2005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  IT 부문이 포함된 기술 인 라 부문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 를 차지하고, 디지털 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 세계 1 를, UN에서 발표한 자정부지수에서 2년 연속 세계 5 를 유지

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온라인지수에서도 4 를 차지했

고, 고속인터넷 보 률에 있어 4년 동안 OECD 국가  1 를 차지하는 등 확고하게 

세계 최고 수 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세계 인 IT 심국가로 뻗어나가겠다는 의지와 활동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IT 강국에 걸맞게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우

며1), 법률상으로는 헌법상 제17조(사생활의 비 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하 법률을 통하여 구체 으로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6년 한해에도 공공∙민간부분 가릴 것 없이 개

인정보가 불법 유출∙ 매되는 등의 충격 인 개인정보 침해사건∙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정부도 많은 책을 제안∙실시하 으나, 한편으로는 자정부 사업의 일

환으로 아무런 법률  근거도 없이 검∙경, 법무부,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 형사사법통

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이 개인정보에 한 아무런 사  검토나 책도 없이 진행되고 있

다. 이는 지난 2003년 국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의 역이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각

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  투쟁으로 

1) 정경호외 4인, 국가 정보보호수  평가지수 산출과 국제화추진에 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

원, 2006.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까지 세계 으로 합의된 정보보호의 정확한 측정기 이 없어

서 객 인 정보보호 수 의 측정이나 국가간 정보보호수 에 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재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 은 향상되고 있고, 정보화역기능 수 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측

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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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 ∙경제  비용을 소모했던 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훈을 살리

지 못하고,  국가 스스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는가 하

는 의문이 든다.

 

본 연구서에서는 국가의 정보화 사업도 단히 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한 

정보화 사업과 등한 요성을 갖고 있다는 기본 인 제를 바탕으로 행 법제도와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련된 모든 행법을 상 로 모두 고찰하기는 불가능하고, 이

미 개인정보에 한 각종 연구 결과물들이 활발하게 나와 있는 만큼 그동안의 학문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주요 법률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이라 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

부법’이라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등을 위주로 제1장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 국회

에 발의된 법안까지 포함해서 개정 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과 련하여 여러가지 문제 을 안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

계에 하여 정보인권  등에서 각 문제 과 그 내용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마

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문제제기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를 개괄해 보면,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

호 법제로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규정을 제외하면, 일반법으

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전자정부

법 및 주민등록법, 호적법, 통계법 등의 개별법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있

다. 한편 민간부문은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민간부문 

개별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전자상

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전

자거래기본법 등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 등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

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일반법은 없이 개별∙부문 역별로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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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한 마디로 이원 ․ 역별․부분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법률들로는 엄청난 속도로 발 하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새

로운 개인정보의 침해상황에 충분히 응하기 어렵고, 그 다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

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입법을 하는 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

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용규범의 흠결이라는 상황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꾸 히 있어 왔고, 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에 하여 많은 문제 들이 아래와 

같이 지 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야기하는 효율성(행정효율성 혹은 경 ․경제효율성)과 자기정보통제권

의 충돌문제를 권 으로 혹은 효율 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심 ’기 의 존

재 문제에 한 지 ,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차와 과정 심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역  그 개인정보의 내용을 심으로 구성됨으로써 정보기술의 변화에 탄

력 이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에 한 경직된 외조항이 거 허용되는 등 

정보보호의 사각지 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 정보내용에만 을 두고 

있다 보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DB의 통합․연동이나 연계 등을 규율할 수 있

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 개인정보 향평가제 도입 문제 

등이 지 되어 왔다2).

 

본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  개인정보 공동활용의 황과 2003년도 

NEIS 사태보다 내용 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을 갖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에 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 개인정보 침해의 황과 문제   책, 개인정

보 보호에 한 개별법의 내용과 문제   책 등에 하여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2. 개인정보 공동활용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황  문제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황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을 해 2000년 자정부 실 을 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이후 자정부법 제정  시행으로 제도  기반을 마

2) 한상희, 한국의 라이버시보호제도  감독기구의 황과 과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발제문, 2004, 19-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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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 다. 이는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기 방문을 최소화하기 해 공동이용

이 가능한 정보를 확 하고 공동이용 상기  확 를 목표로 하여 구축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국민생활에 효과가 큰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  등 5  

분야 20종의 행정정보에 해 2002년 11월부터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상으로 공동이

용서비스를 제공 이고, 이로써 약 680여 종의 민원사무처리시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직  제출하지 않고 주민등록 본, 토지(임야) 장, 호  등 20종의 행정정보를 담당공

무원이 직  온라인으로 련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

게 되었다.

행정정보의 연간처리 건수, 이용희망 기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74종의 행정정보

에 해 2007년까지 공동이용을 단계 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기 으로 한정된 공

동이용 상기 을 공공기 과 민간기 으로까지 확 할 정이다. 공동이용을 민간기

까지 확 하기로 한 것은 주민등록등․ 본 발 의 50% 이상이 융기   일반기

업제출용임을 감안한 것으로 행정기 간 정보 공동이용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한 을 

개선하기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2005년 9월에는 병 (兵籍), 국가유공자, 출

입국, 외국인등록 등으로 공동이용 상정보를 4종 확 하 고, 2005년 12월부터는 여

권정보, 건축허가서 등 약 10종을 추가 확 하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 리공단 등 

정부의 업무를 탁받아 처리하는 주요 5개 공공기 으로 상기 을 확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 

그러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필요성이 증하고 있는 불가피한 실은 인정하지만 

이에 수반하는 구체 인 개인정보 보호 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론의 장도 없이 민

간기 까지 이를 확 하는 것 등에 하여는 많은 우려가 든다. 

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황

이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

진으로 볼 수 있는 바, 먼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에서 밝

히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망’ 사업이라 함)’의 정의, 추진배경, 추진

경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 효과, 문제의식 등의 순서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추진단은 형통망 사업4)에 하여 “신속∙공정∙투명한 형사사법 차를 실 하기 

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2006, 52-53면.

4)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2005년도 자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본 연구서에서 기술되는 형통

망 사업의 계획 등에 한 내용은  계획서 내용을 원용하는 것으로 내용마다 각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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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사사건의 수∙수사∙결정∙재 ∙형집행 등 형사사법 업무를 표 화․ 자화 

하여 처리하고, 형사사법 기 이 자 ∙체계 으로 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리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추진배경에 하여 ① 형사사법 업무환경의 변화를 들면서, 범죄 발생이 

2000년 186만 건에서 2004년 205만 건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에서 정보환경의 변화로 수사  공  단계에서 형사사법 련 음성∙화상 등 형

사사건 정보의 디지털화  리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② 인터넷 생활화를 통한 국민

의 형사사법 차 참여활동 역이 확 되고, 형사 차의 신속∙공정∙투명성  인권

에 한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③ 생산자인 정부기  심에서 소비자인 국민

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형사사법에서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며, ④ 각 기 의 정보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 간 업무처리는 종이문서 심

으로 처리되고, 기  심의 정보 리 체계로 정보공유가 미비하고, ⑤ 자  업무처

리 정착을 통한 형사사법 업무방식의 신을 추가하여 자정부 구 을 한 주요 기

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형통망 사업의 필요성에 하여는 ① 수작업 업무처리는 최소화하고 자  사건처

리로 로세스를 최 ∙간소화하고, 형사사법기 간 자료교환이 인편, 문서, 팩스 등으

로 이루어져 업무처리 진행의 악이 어렵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

아 e-형사 차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유 기 간 긴 한 조체제로 수사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과 정보

화 사업의 한계성, 정보  로세스의 표 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공동이용이 

미흡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한 정보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

고, ③ 형사사건 진행 차, 형사사법 정보에 한 근∙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  참여 확   형사사법 분야에 One-Stop 민원서비스체제의 필요를 충족하여 

사건 처리 차의 투명성 확보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추진단의 목표는 격한 정보환경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형사사법 통합

차를 통해 업무의 능률∙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형통망 사업은 2003. 8. 14. 정부 신 원회에서 자정부 로드맵 31  과

제로 선정되었고, 2004. 12. 3.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규정( 통령훈령 135호)이 

공포되어 2005. 1. 10.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이 설립되었으며, 통령 보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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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2005. 12.부터 2006. 8.까지 1단계 1차 사업으로 경찰 사건수사 내부포탈 구축에 

132억 원이 소요되었고, 1단계 2차 사업으로 2006. 6.부터 같은해 12.까지 검찰 수사결

정시스템, 법원 재 지원시스템, 국민포탈시스템 구축에 344억 원이 투자되어 진행되

고 있으며, 향후 2007년 2단계 사업으로 303억 원, 2008년 3단계 사업으로 165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추진단은 이런 형통망 사업이 완료되면 정성  효과로서 ① 형사사법 차의 자화

를 통한 시간  비용의 감, 복투자에 따른 산  자원의 낭비 억제, 21세기 정

보화 사회에 맞는 인권 국가로서의 선도  역할 수행을 통해 국가 경제  효과가 크

고, ② 행정지원 차의 단축으로 심도 있는 의사결정시간 확보, 인력 재편성으로 인한 

형사사법의 신속성∙공정성 확보, 형사사법정보의 과학  분석을 통한 선진  형사정

책 실 으로 형사사법의 업무 신 효과가 있고, ③ 형사사법의 투명성  신뢰도 증진, 

민원인의 기 에 한 직  방문 최소화 등으로 국민서비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악하고 있으며, 정량  효과로서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으로 연간 1,524억 원, 종이 

 우편송달 비용 등의 감으로 연간 170억 원, 총 1,694억 원이 감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 문제제기

추진단이 밝히고 있는 내용자체로만 본다면 형통망 사업추진  완료로 기 간의 업

무 효율성이 극 화되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그야말로 

장 빛 청사진 자체라 할 수 있는데 일단 본장에서는 문제 들을 제기하고 형통망 사

업에 한 구체  문제 들은 다른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  추진단이 추진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정보환경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로 인하여 형사사법기 간의 상호 조차원을 넘어 곧바로 

형사사건정보의 디지털화  통합 리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인과 계가 존재하는 것인

지, 형사사건에서는 결코 디지털화될 수 없는 실세계의 범죄로서 특성이 있는 것인

데 이를 감안한 발상인지, ② 국민의 형사사법 차 참여활동 역의 확 와 국민의 인

권의식 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형통망 사업으로 어떤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활동 

역이 확 되는 것인지, 국민의 인권의식 변화에 있어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

인은 자신의 과거 행 에 하여 공공기 이라고 할지라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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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

진 경우 수사기  등에서 이런 정보를 통합 산망에 고스란히 장․보유하고, 이를 

공동활용하는 것이  다른 인권침해이며 사실상의 이 처벌은 아닌 것인지, ③ 형사

사법에서도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인식의 환이 필요하고, 생산자인 기 심에서 

국민 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형통망 사업추진이 어떤 면에서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인지, 컨  고소사건의 진행경과, 피의자 는 피고인으로서 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신속히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런 면은 국민서비스차원에서 이미 

다수 산화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외 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무제

한 인 정보의 장∙보 ∙공동 활용이 국민을 수사의 객체로 보고 있는 결과에서 비

롯된 것이며 국민 심의 패러다임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는 아닌지 의문이 제기

된다.    

이러한 추진배경 외에도 형통망 사업에 하여 근본 으로 수많은 문제 이 있는 것

으로 보이는 바, ① 이런 형통망 사업추진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행복추구권, 사

생활의 비 과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② 헌

법상 기본권 제한에 한 법률유보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법한 사업추진인지, 헌법상 

법치국가 하에서 아무런 법률  근거를 갖지 않은 채 단지 통령 훈령만을 기 로 추

진될 수 있는 것인지, ③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④ 형사소송

법 등을 비롯한 행 법률들에 부합하는 것인지, ⑤ 형통망 사업이 완료되면 추진단이 

말하는 것처럼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이 가능한지, ⑥ 추진단이 말하는 것처럼 법

률을 만든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지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⑦ 천문학 인 국민의 

세가 투입된 형통망 사업이 완료될 경우 효율이 극 화되어 과연 추진단이 밝히고 

있는 그런 경제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 것인지, ⑧ 민주국가에서 추구하는 이념들이 

단순히 능률성이라는 장 과 이름만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3. 개인정보 침해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

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



- 13 -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

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민간부문 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

의 정보 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

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 

현황, 병력 등의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성명과 결합하여서

는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5)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요구와 정부 그리고 일반사업자의 사업을 위

한 수집 및 활용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관계에 있으며, 경제적 필요성과 활용 증가

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에

서 보여주듯이 개인정보가 중앙집중방식으로 대량으로 수집․관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정부 및 일반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언제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누설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피해’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침해 현황

1) 2006년 개인정보 침해 현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7. 1. 5. 밝힌 2006년도 개인정

보 침해 현황 및 분쟁조정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신

고 건수가 2005년 18,206건에서 2006년 23,333건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는

데, 접수된 민원 중 증가한 유형을 보면, 신용정보 침해 등 정보통신 분야 이외의 개

인정보 침해가 6,355건(전체민원의 약 27%)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유형이 2,565건(전체민원의 11%)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으며, 

기타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 62%,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관련 69%, 개인정보 미파기 관련 75%가 증가 하는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후 사업자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보도되었다.6)

5) 개인정보보호의 경제  가치가 매년 1조 2,9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있다. 자

신문, 2007. 1. 26.자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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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각종 언론 등에서 거듭 제기된 것처럼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2006년 한해의 주

요 사건∙사고와 개인정보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행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방

안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① 개인정보 제공의 불가피성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각종 웹사이트에서 거

의 이루어진다.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각종 인터넷 기업들은 단순한 홍보나 보여주기 

식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방문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사업의 핵심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사이트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개인정보의 노출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을 높여 정보화의 역기능 우려를 낳

게 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이유는 정보서비스를 받거

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콘텐츠 내용을 보려면 회원가입이 필수이기 때문

이고, 이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

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개인정보 관리 현황

ㄱ. 개인정보의 제공 현황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조사 결과이지만, 2003년도 정보보호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

서7)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받

았을 때 제공 경험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인터넷 쇼핑몰(경매 사이트 포함)’이 

46.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 사이트’와 ‘성인정

보 사이트’가 각각 15.9%와 1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개인정보 제공 경험 사이트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인터넷 쇼핑몰’이 연

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장 많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로 나타났고, 

6) ZDNet Korea, 2007. 1. 8.자 「 선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햇빛 볼 수 있나 보도 내용

7) http://www.eyeclick.co.kr/view.asp?colorset=3&c=4&p=13&rno=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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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이트’의 경우도 연도별로 살펴볼 때 점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경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중

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성인 정보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공정한 수단에 의해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웹사이트들이 서

비스 제공시 기본적인 신상정보 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개인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현실

고도로 발달된 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 가공, 

이용하는 방식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하는 문제는 정보화 이면에 부정적인 역

기능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3년도 정보보호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8)에 의하면, 평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서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한다(49.3%)’, ‘매우 우려한다(35.1%)’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각각 0.4%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개인정보 제공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사

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3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상에서의 해킹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적,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현실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의 동의 없

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이 23.7%, 사업자간 고객(회원)의 공동이용이 

15.0%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연도별로 비교해서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사업자간 고객(회원) 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사업자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업자들의 상업적 목적 

차원에서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개개인들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한다.

8) http://www.eyeclick.co.kr/view.asp?colorset=3&c=4&p=13&rno=27



- 16 -

구분
2003

년 총계

2004년 

총계 

2005

년 총계

2006년 2006

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고 85,023 107,994 16,093 606 859 556 395 427 745 396 683 865 892 773 592 7,789

2006년 5월 국내 초고속인터넷통신 전체 가입자 1,240만 명의 67.5%에 해당하는 837

만 명의 개인정보를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직원들이 텔레마케팅업자에게 1억 원을 받

고 팔아넘겼고, 텔레마케팅업자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30억 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9), 신용평가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관리 소홀을 이용해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뒤 15,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70억 원의 채권추심에 이용한 

사건1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개인의 우려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며 현실이 되고 있

다. 

2) 컴퓨터 바이러스 ․ 해킹 현황

정보화 역기능 중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사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와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예방노력과 홍보로 인해 그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2004년 조사에서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이며, 국내 해킹 건수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유포속도 및 

피해규모가 다른 문제에 비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예방노

력이 요구되며,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이 세심한 주의와 예방

의지 및 정부 관련기관의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①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

ㄱ.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사고 현황

인터넷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양산하였으며, 인터

넷 산업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바이러스 피해는 매년 심각한 문제

로 등장하고 있는바, 침해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내 웜 ․ 바이러스 신고 건수

9) 서울신문, 2006. 5. 3.자 ‘837만 명 개인정보 불법유출’ 보도 내용

10) 내일신문, 2006. 10. 25.자 ‘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문’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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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년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침해 147 64 158 572 1,94 5,33 15,19 26,17 24,29 33,63 26,80

※ 웜 ․ 바이러스 신고건수는 KISA, (주)안철수 연구소, (주)하우리가 공동으로 집  

  계한 결과임11)

ㄴ.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 방지 대책 

컴퓨터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해당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각종 백신의 사용이며, 현재 수많은 컴퓨터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알려진 만큼 다양한 백신들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에 더해 단순한 바이러

스 진단, 치료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 업데이트로 바이러스의 침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백신프로그램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② 해킹으로 인한 피해

ㄱ. 침해사고 및 현황

2006년 한해 많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가 있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게임업

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명의도용 사건일 것이다. 2006. 2. 19. 224,399건의 명

의 도용이 보도되었고12),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 8,5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로 이어졌는 바, 가장 큰 원인이 게임 아이템이 현금 거래되고 있는 상

황으로 지적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주민번호 대체 수

단 도입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증가하는 역기능 중심에는 해킹이 있고, 지금까지의 침해사고 조사 확인 결과 해킹사

고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지속적인 정보인프라의 확대, PC의 보급과 더불

어 피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해킹에 대한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국내 해킹 신고 건수

11) http://www.krcert.or.kr/index.jsp

12) 연합뉴스, 2006. 2. 21. 자 엔씨 “리니지 명의도용 신고자 10만 4천명” 보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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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3 3 2 9 7 3 8

증가

율
-

-44

%

147

%

262

%

240

%

174

%

185

%
72%

-7.1

%
38%

-20

%

기

2003

년 

총계

2004

년 

총계

2005

년 

총계

2006년
2006

년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업 2,416 3,042 11,166 681 409 403 276 221 286 288 254 202 256 217 196 3,689

학 705 289 714 52 75 84 60 90 83 76 64 119 180 137 74 1,094

비 리 126 781 1,932 124 149 105 98 38 32 25 17 19 23 58 26 714

연구소 14 34 26 1 1 4 3 3 0 1 1 1 0 0 1 16
네트워

크
32 403 1,898 83 89 34 12 14 9 13 2 3 19 17 12 307

기타(

개인)
9,058 6,521 7,283 1,284 1,245 1,402 1,350 1,809 2,023 1,881 2,449 1,919 2,025 1,980 1,621

20,98

8

총계 12,351 11,070 23,019 2,225 1,968 2,032 1,799 2,175 2,433 2,284 2,787 2,263 2,503 2,409 1,930
26,80

8

※ 상기 자료는 국내 ․ 외로부터 email로 KISA에 접수된 해킹신고를 기반으로 작성  

  하였음13)

[표] 피해 기관별 분류

※ 기관분류기준 : 기업(co, com), 대학(ac), 비영리(or, org), 연구소(re), 네트워

크(ne, net), 기타(pe 또는 ISP에서 제공하는 유동 IP 사용자)

피해 기관별로 분류한 결과는 2006년 총계를 기준으로 기타(개인), 기업, 대학, 비

영리의 순으로 나타났다.14)

ㄴ. 해킹 방지대책

바이러스와 해킹 간에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하여 이러한 두 가지 정보화 역

기능 문제에 있어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있다면 해킹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방지 방안

13) http://www.krcert.or.kr/index.jsp

14) http://www.krcert.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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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웜∙바이러스는 유포목적에 있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트로이잔, 스파이웨어 등 출현이 증가하였고, 공격 대상은 불특정 다수보

다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 많고, 기능 및 형태는 악성 봇, 스파이웨어, 트로이잔 등 

공격자가 의도한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에도 

전파수단으로 웹사이트 이용하고, 금전적 목적 등의 경향이 지속되고, 원도우 Vista의 

보안 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웜∙바이러스가 출현하고, 특정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각종 악성코드 출현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

다.15)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기업, 일반이용자들은 보안패치, 백신 S/W의 사용 

등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런 간단한 수단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종 사건∙사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운영∙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과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공공기관 보안의 신뢰성 파문 

정보통신부가 2005. 2. 1.부터 12. 31.까지 개인정보 노출 상황을 점검한 결과 

1,950개 사이트에서 61만 8,84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공공기관이 187개에 해당

한다는 보도16), 정보통신부가 2006. 5.까지 점검한 3만 8,600개 홈페이지 중 221개 

사이트에서 13만 4,203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었는데 개인정보가 노출된 221개중 민간

기업은 140개(63%), 공공기관은 81개(37%)였다는 보도17), 정보통신부가 2006. 8. 1. 

정보 검색사이트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5일간 주민번호를 검색한 결과 903,665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었다는 보도18), 국회 디지털포럼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와 함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산하 37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10일간 모의 해킹을 

통한 사이버방어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37개 참여 기관 중 15개 기관이 보안대책 미비

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해킹 프로그램 유포에 악용되는 등의 보안상 허점

이 발견되었다는 보도19) 등이 잇달았고, 이런 보도 등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신뢰성

15) http://www.krcert.or.kr/index.jsp

16) 연합뉴스, 2006. 3. 22.자 ‘1천900개 기 서 60여만 명 개인정보 노출’ 보도 내용

17)  디지털타임즈, 2006. 6. 17.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개인정보보호 수 ’ 사설

18)  경향신문, 2006. 8. 2.자 ‘90만 명 주민번호 인터넷 떠돌아’ 보도 내용

19)  머니투데이, 2006. 12. 27.자 ‘과기∙정통 산하기  46% 보안 구멍’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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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2007. 1. 29.자 한겨레신문 보도는 인터넷상 국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

술하게 다루고 있고, 보안에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은 

검색 사이트 ‘구글’에 떠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무려 

5,400건이 확인되었고, 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중앙부처, 입

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의료기관 등 모두 452곳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

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된 까닭에 대해 “관리자가 작업을 하면서 일

시적으로 보안을 해제했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이 허술해 페이지마다 보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보안전문가 말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게시판이 ‘사용자모

드’로 노출되어 있어 제3자가 임의로 해당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

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부처 사이트에서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비공개 문서가 노출된 사례도 173건에 이르며, 이는 해킹 같은 

불법적 수단이나 바이러스 침투 없이 개인 주민번호의 노출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내부 

문서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노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내부문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 

벌과금 납부액과 체납 정보 등 개인 금융정보까지 들어 있고, 대법원∙행정자치부∙노동

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비롯해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판례원본, 이력서, 공

시송달 내역서, 학사 관련 문서, 급료 지급은행 계좌번호, 독촉장 내역, 종합토지세 

납부 통지서 등 범주를 나누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6. 8. 1. 행정자치부가 구글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90만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

났다고 밝히면서 대책까지 발표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오히려 유출정보가 더 늘어

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형통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안정성∙신뢰성

∙보안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단이 밝히고 있는 철저한 

보안 문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형통망이 완성될 경우 피의자는 물론 피

해자 등이 어떻게 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개인정보 보호라는 과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식정보화사회의 심각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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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써,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단순히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밖에는 없었으

나, 현대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

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에서 보듯이 개인과 기업에서도 없어

서는 아니될 핵심적인 가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소유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인격적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나, 

공공∙민간부문의 정보서비스업자는 개인정보를 상업적∙도구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가치 충돌로 야기되는 

문제는 2006년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전자정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

련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은 신속성, 대량성, 개인정보 유포

시 회복 불가능성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부정확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

공기관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의무화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이

나 오․남용의 위험성도 더욱 증가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사회적․경제

적∙정신적 피해가 폭넓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한 정부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법령 정비, 컴퓨터 내부시스

템 정비, 운영∙관리자의 개인정보 취급 인식제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

질화 등 사전 예방책 및 신속한 사후 구제절차의 정비와 활동이 갖추어 질 때 진정으

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 건전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 명의도용 사건으로 본격화된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제도 즉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개인

식별제도가 2006. 12. 2.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도입되었는 바,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

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아이

핀 제도 실시를 의무화(강제화)하는 방안, 아이핀 인증기관 5곳이 모두 민간기관이라

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공공기관의 시범적인 우선적 실시 방안, 정부인증

제 도입 방안, 아이핀 제도의 자율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연

구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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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 의개인정보보호에 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그 취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

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 으로 제정되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 ; 이하 본 항

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생략하고 조문을 표기함) 

1) 용범   제안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그 보호의 

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여기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

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들 규정을 종합 으로 검토해 보면, 동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개인정보의 

구체  범 는 다음과 같다.

먼  ① 공공기 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보호의 상이 되지 않으며, ②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

인정보를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정보는 동법에 의하여 보호

를 받지 못한다. 수작업처리 등 일반문서까지 보호의 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미국의 라이버시법, 국의 데이터보호법,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랑스의 정보

처리법 등이 있다. 한 ③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에 국한하기 때문에 

자연인의 개인정보만이 동법의 보호 상이 되는 결과 법인이나 단체에 한 정보는 제

외되며, 사망자에 한 정보도 제외되나,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유족과의 계를 나타

내는 한도에서 생존하는 유족에 한 정보로서 보호의 상이 될 수 있다.

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기 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처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개인식별자에 의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

계 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즉 개인정보화일에 담긴 개인정보(이른바 “처리

정보”)만을 그 보호 상으로 하고 있으며, ④ 동법의 용 상은 공공기 이다. 여기서 

“공공기 ”은 국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말한다.(제1조 제1호) “기타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는 ․ 등교

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학교,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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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기 을 제외), 공무원연 법 제

4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 의 지 정지 상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 이 해당된다.(시행령 제2조)

이러한 용범 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목 이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하거나 가능한 한 기에 익명화하는 등의 보호조치에 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

고, 모든 개인 련정보가 보호된다면 그 에서 민감한 정보는 처음부터 수집되어서는 

안 되도록 명시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20)가 제

시되고 있다.

2) 용제외  문제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 보장과 련된 정보분석을 목 으로 수집 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는 동법이 용되지 않는다.(제3조)

①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의 

형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 이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고, 통계법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용 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계법(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691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규정으로는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의 비 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  통계

작성을 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 에 속하는 기 자료의 목  외 사용 지(제13조), 

목  외의 사용과 무단 제공 등에 한 각종 벌칙(제2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② 국가안 보장과 련된 정보분석 목 의 개인정보의 경우 고도의 비 성과 보안

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가정보원 등 련 법률에 비 설 지 등의 조항이 마련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해서 국가안보와 련된 개인정보처리에 해 면 으로 이 법 

용을 배제한 것은 치명  결함이며, 법상 요구되는 차   실체  제한 에서 합

20) 김일환, 개인정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7,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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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 범  내에서 일부분의 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안

보와 련된 개인정보처리의 존재 자체가 정보주체의 인식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감

시로부터 완 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  참여의 가치를 담고 있는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정신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21), 통계 목

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제3자 제공에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용되지 않는 

결과로 수집제한 원칙, 목 구속 원칙, 정보주체의 열람  갱신청구권 보장 등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  요청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 이22)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3) 주요 내용  문제

① 수집  보유의 제한

공공기 의 장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지되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 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가 인정된다.(제4조) 공공기 은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범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는데(제5조), 공공기

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출․변조 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처리정

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9조 제2항), 공공기 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탁받은 자도 마찬가지이다.(제9조 제3항)

개인정보취 자(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 이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는 

공공기 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 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설 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

공하는 등 부당한 목 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11조)

한편, 공공기 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변경․폐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앙행정기 의 장은 소정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 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 의 

장은 계 앙행정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다만, 일정한 

21)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화 방안에 한 연구, 20-21면, 2004년도 국회사무처 법제실 연구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22) 이인호, 게서,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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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화일에 해서는 사 통제의무가 면제된다.(제6조 제2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  는 계 앙행정기 의 장은 사  통보를 받은 사항을 년 

1회 이상 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제7조), 보유기 의 장은 당해 기 이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개인정보화일 장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제8조) 다만, 공공기 의 정한 업무수행을 하게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항목의 부 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7조 단서), 보

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 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 단

서)

이러한 규정에 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수집 지 상이 아니고  개인정보화

일에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한 수집은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법의 요한 흠결 부분이고, 수집과 련하여 수집제한의  다른 요건인 수집방식

의 합리성 요건과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 지 되고 

있다. 수집방식의 합리성 요건과 련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기 해서 당해 정보주

체에게 불이익한 행정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당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어져야 하고, 한 정보주체의 인식명확성 요건과 련해서, 개별 인 정보수집

시에, 설령 정보주체의 동의는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도 수집의 법  

근거, 정보제공이 강제 인 것인지 임의 인 것인지의 여부, 수집목 , 이용형태, 요청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해 정보주체에 미칠 효과 등을 합리 인 방식으로 고

지해야 한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으며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생원칙으로 ‘개인정

보처리시스템의 설치 여부, 설치목 , 정보처리방식, 처리정보의 항목, 시스템운 책임

자, 처리시스템에 의한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이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되

어야 한다는 시스템공개원칙에도 애매하고 포 인 외(제6조 제2항, 제7,8조)를 지

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정보주체  사회일반에게 감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는 헌성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24)

② 이용  제공의 제한

보유기 의 장은 원칙 으로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

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 제1항) 그러나 여기에는 

23) 이인호, 게서, 22-23면

24) 이인호, 게서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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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 외가 인정되고 있다. 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 의 내부에서 이용하

거나 보유기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  외의 이용이나 제공이 허용된다. 

다음으로, 목  외의 내부  이용이나 다른 기 에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다시 

8가지가 규정되어 있다.(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용이 

지된다.(제10조 제2항 단서)  

보유기 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

령한 자에 하여 사용목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

정보의 안 성 확보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제10조 제3

항) 그리고 보유기 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 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고(제10조 

제4항), 보유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 은 제공기 의 동의 없

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목 구속 원칙은 범 한 외에 의하여 형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  특히 제2호(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호(범죄

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7호(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은 목 구속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2호의 사유는 각 행정기 의 활동  법률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

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  상호간에 거의 무제한 으로 개인정보를 공

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 인 조항이고, 더 나아가 소 업무 수행과 련이 

없는 보유목  이외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을 포 이고 무제한 으로 통령령에 

임하고 있어 언제든지 통령령에 의하여 목 구속원칙이 기될 수 있는 규범 

상태에 있다는 견해25)는 매우 타당한 지 이라고 단된다.   

 

④ 열람청구와 정정청구

정보주체  리인은 개인정보화일 장에 기재된 범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 포함)을 보유기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 보유기 의 장은 원칙 으로 청구서를 받은 

25) 이인호, 게서,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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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 그러나 보유기 의 장은 열람청구인으로 하여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

을 제한할 수 있다.(제13조)

한편,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  리인은 보유기 (다른 기 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  제외)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4조),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보유기 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차

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제14조 제2항),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에 하여 공공기 의 장이 행한 처분 는 부작 로 인하

여 권리 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 을 청

구할 수 있다.(제15조) 

 

⑤ 감 독

행정자치부장 은 동법의 시행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 의 

장에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제18조), 동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 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의견을 제시

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제19조) 공공기 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 원회를 두

고, 이 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한 정책  제도개선, 처리정보의 이용  제공에 

한 공공기 간의 의견조정,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부 는 일부를 

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에 한 사항, 기타 련법령 등의 정비∙개선에 

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한 사항을 심의한다.(제20조 제2항) 계 앙행

정기 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가행정기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 에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하여 의견

을 제시하거나 지도∙ 검 등을 할 수 있다.(제21조)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자정부의 구 을 책임지고 있어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공공기  사이의 개인정보 공동이용을 자정부의 개념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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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부의 가치와 상반되는 개인정보 보호가치를 충실

히 실 하는 감독기구로서 기 하는 것이 당 부터 무리 고, 감독기구라고 할 수 없

다는 비 26)에 으로 동의하며, 이런 비 과 아울러 사  방, 사후  구제, 정

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인 감시∙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

어 왔다.

나. 자정부구 을 한행정업무등의 자화 진에 한법률

1) 주요 내용

자정부법은 자정부의 운 원칙의 하나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함께 선언하고 있는 바, 자정부법(이하 본 항에서는 자정부법을 생

략하고 조문을 표기함) 제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는 “행정기 은 수집․보유하

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

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

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는 

“행정기 이 보유․ 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으로부터 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 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

시하여 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6조 제2항),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수번호․수신일자․ 수등록번호․제목․

수신기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3항)

한편, 행정기 은 민원사항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통계정보․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은 행정기 이 정보 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거나 이미 통보한 사항

을 변경하거나 정보 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  는 계 앙

행정기 의 장에게 정보 일의 명칭, 정보 일의 보유목 , 보유기   주 부서, 정

보 일의 구성항목,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 21조 

제1항) 한 행정기 의 장은 다른 기 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하여 이용목

 외의 목 으로 이용하는 행 를 지하고 있다.(시행령 제24조 제1호)

26) 이인호, 게서,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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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 은 행정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하기 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 에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의 보호를 하여 국회규칙․ 법원규칙․헌법재 소규칙․ 앙선거 리 원회규칙 

 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신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 이 설치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에 한 공고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그 안내서비스 제공의 업무를 

행한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2) 문제

이 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선언에 불과하고 오히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

칙을 강조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행정기  간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의무지

우고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를 공동이용 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

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한 일반  차를 규정한 것일 뿐 달리 개인정보 보호를 한 차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율은 아니다. 

결국, 자정부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일임되어 있다고 하겠다. 자정부법상 의무 인 공동이용의 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 도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율범 에 달려 있

는 바, 여기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가이드라인 혹은 원칙을 규율할 필요성이 매

우 크다고 단되며, 특히 형통망 사업과 련해 살펴볼 때도 결국은 행정정보 공동이

용의 법성과 한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이드라인  

정부 는 공공기 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

화할 수 있기 해서 정부 는 공공기 이 내부에서 보유한 정보를 최 한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에서 행정

정보의 공동활용 필요성이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의 공동활용이 증대될수록 이와 반대로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

보의 유출 및 침해 가능성 또한 더불어 증가하고, 이는 개인적․사회적으로도 많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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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27),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

버시 보호를 위해 1974년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84년 기존의 프라이

버시보호법을 대폭 수정한 컴퓨터의 연결과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1989년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컴퓨터 연

결지침(Guidance on Computer Matching)을 작성하여 각 부처를 지원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개인동의 원칙), 정

보 활용을 위해서는 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르고 유출이 매우 제한되어야 하고(절차준

수와 유출금지 원칙), 개인정보는 개인 접근이 가능하고 새로운 사항 등에 대해 정확

성을 유지해야 하며(정확성 유지 원칙), 각 기관은 개인정보 활용에 필요한 업무절차

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해야 하며(최소정보 사용 원칙), 주관기관은 사용

되는 프로그램을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업무 절차 및 기술수준이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기술적 신뢰성 원칙),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에 의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그 침해에 대한 예

방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데이터보호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법률∙제도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하고, 발생되는 신규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며, 운영측면에서 규정제정과 운영기관 선정으로 종합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정보제공자에게 활용되는 절차와 프라이버

시 침해 차단방법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인은 정보제공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제공 이후 운영주체는 업무절차 개선을 통해 최소화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행 법제상 개인정보보호

법은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한 비책이 거의 없는 수 이며, 각 

기 의 공동활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 규정도 없어서 개인정보 공동활용에 한 

원칙을 입법화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활용과 황, 차, 권한과 

책임을 알권리 그리고 감독기 의 강화 방안, 개인의 정보처분  선택권, 최소정보 사

용 원칙, 정확성 유지 원칙, 기술  신뢰성 원칙, 개인정보 향평가제도 등에 하여 

깊이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 윤명민,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보호를 한 정책연구, 국가인권 원회, 2004. 26-29면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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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법

1) 주요 내용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계를 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

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 으로 1962년에 제정

된 주민등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의 열람 는 등․ 본의 교부신청자를 원칙 으로 본인 는 세 원에 제

한하고(주민등록법 제18조 제2항 ; 이하 본 항에서는 주민등록법을 생략하고 조문을 

표기함), 산조직  무인민원발 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 본의 교부에 제한하며(제18조 제3항), 주민등록표화일 등 주민등록 산정보자료

를 이용 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 으로 계 앙행정기 의 장의 심사를 거

쳐 행정자치부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18조의 2 제1항), 주민등록 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안 되며(제18조의 2 제2항), 이상의 규정을 반한 자는 형사처벌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항 제5호  제6호).

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 의 장은 이를 리함에 있어서 멸실․

분실․도난․유출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8조의 

3 제1항), 주민등록표화일의 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는 이용목 외의 

목 을 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산처리를 하여서는 안 되며(제18조의 3 제2

항), 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 던 자 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

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설하여서는 안 되며(제18조의 3 제3항), 이에 

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제21조 제2항 제7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으로 허 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는 다

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허 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달하거나 유포한 자도 형사처벌 상이다.(제21 

제2항 제3호  제4호)

2) 문제

비례의 원칙 충족 여부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 이 존재한다.28).

첫째, 행 주민등록법 제1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 계를 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 을 

28)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6, 270-272면



- 32 -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

록법상의 이와 같은 목 을 달성하기 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주

민등록법 제1조에 명시된 행정사무의 정하고 간이한 처리라는 목 은 오늘날 국방, 

치안, 조세, 선거인명부의 작성, 사회복지, 인구센서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하는 수많은 책무들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목 의 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에는 거주지와 련된 표지를 담고 있으나, 그것은 신청 당시의 

거주지와 련된 것이므로 재의 거주를 악하는 것과는 련이 있다고 하기 어렵지

만 인구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

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법상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써 합성을 갖추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피해의 최소성에 련하여 볼 때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정

하고 간이한 처리를 해 굳이 모든 국민을 상 로 각자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이러한 목 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국가신분증제도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개인을 식

별하기 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정 역마다 개인

에게 별도의 식별번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재 운 면허번호, 의료보험

번호, 여권번호, 인사번호, 학번,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한 개인식별번호

가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 이고 구 인 

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식별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더

군다나 13자리씩이나 되는 숫자를 정교하게 조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만 보고서도 

구나가 그 사람의 인  사항을 상당부분 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인격권 내지 자기

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숫자 조합은 앞자리의 6

숫자는 백년 를 뺀 생년월일로 구성되어 있고, 뒷자리의 7숫자는 출생연 와 성별, 

최  주민등록번호 발 지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그 사람의 출생년

월일과 지역, 성별 등을 모두 알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다면 행 주민등록번

호의 부여방식은 최소성의 원칙에 반되는 것이다.

넷째,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국가안 보장이나 질서유지 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서 개되었던 논란에서 보듯이 모든 국민의 

신원을 빈틈없이 악할 수 있게 하는 고유식별번호의 험성도 한 매우 큰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고유한 식별번호를 통해 국가나 사회에 의해 낱낱이 악될 수 있다

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 인간은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이나 인격의 발 에 축을 받

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산망에 의해 분리된 개인정보들이 서로 비교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 고유식별번호가 활용될 경우 국민은 정보의 객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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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할 우려가 있다. 실 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요구 행은 정보주체의 의

사와 무 하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를 드러내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거

의 모든 공서의 민원서류  개인신상정보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요구

되고 있으며, 사인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거의 아무런 제한 없

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의 융거래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무선이동통신 

가입  해지, 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청약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는 빠짐없이 요

구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의무 으로 주민등록번

호의 기입을 요구하는 상황과 행이 정착되어 있는 실에서는 아무리 주민등록번호

의 제공을 으로 개인의 의사에 달린 문제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에서 주

민등록번호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못지않게 국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도 크

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주민등록제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 의 하나는 10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인

데 이는 주민등록증을 최 로 발 한 1968년부터 이루어져 온 제도다. 이러한 지문 채

취는 국민을 비범죄자로 취 하고, 사생활과 인권침해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

본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비 을 받아온 제도이다. 이러한 십지 지문 채취가 법률  근

거가 있는 것인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 ∙ 산화하고 이를 수사목 에 이용하

는 행 가 헌이 아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잉 지원칙에 배되는 

것이 아닌지 등이 문제되었는 바, 이에 하여 헌법재 소 다수견해는 주민등록법, 개

인정보보호법, 경찰법,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고, 십지 지문 채취가 목 이 정당하고,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균형성 원리에 반하

지 않아 과잉 지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3명의 헌법재 소 재 은 이

에 반 하는 견해를 밝혔다.(헌법재 소 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비록 헌법재 소에서 합헌이라고 밝혔으나, 그 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심각한 인

권침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며, 오로지 수사기 의 편의를 해 범죄자 등으

로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그 범 나 상, 기한 등 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수사목 으로 활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궁극 으로 지문날

인 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5. 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과 문제   책

오늘날 민간부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속∙용이하게, 량으로 개인에 

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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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우월  지 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량으로 

수집하거나 규모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은 자신에 한 정보에 해서도 단순한 

거래의 객체로 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비록 사  부분이라고 하지만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을 유명무실화한다는 에서는 공공부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라이버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내지 정

보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권 등의 기본권에 있어 개인정보의 자

기결정권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사인 사이의 법률 계에 있어

서는 사 자치의 이념을 존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민간부분에 있어 사 자치의 원리가 존 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개인정보의 처리과

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형해화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할 책무가 있으

며,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이용이 증하고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거의 

구조화 내지 내면화되고 있는 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민사법  규율에만 내

맡겨 둘 수는 없는 문제다. 이와 같은 문제 에 입각하여 다수 국가에서는 민간부문

을 규율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재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율하는 분야별 개별 입법들이 존재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신

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 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 한법률, 통신비 보호법, 기통신사업법, 자서명법, 자거래기본법 

등이 그것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진 정보보호등에 한법률

1)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연 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연원은 정보통신부의 주도 아래 1999년 2월 

8일 기존의 「 산망 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4장에서 새로이 신설했던 정보통신망 이용 진 등에 한 법

률로부터 시작되는 바, 이는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두,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들에 자극받아 제정되었고, 이 법률의 제4장은 “개인정보

의 보호”라는 제목 하에 간단히 3개조(제17, 18, 19조)만을 두고 있었다.

1999년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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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규율 상을 “정보통신망”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한

정하 으나, 규율 상자를 리 목 의 정보통신 ‘사업자’와 그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

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비 리 목 자도 포함하고, 그 “이용자”

로 설정하 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기존의 기통신기본법과 기통신사업

법에 의한 기통신역무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우편, 팩스 등 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게시  등을 개설하여 타인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모

두 포 하는 범 한 개념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 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하기 에 수집․이용목 과 제3자 제공시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  등을 미리 고지하게 하고(정보통신망법 제16조 ; 이하 본 항에서는 정보통신

망법을 생략하고 조문을 표기함),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  외 이용을 원칙 으로 지

시키고, 목  달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기하도록 의무화하며(제17

조), 나아가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에 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8조), 이들 규정의 집행권

한과 책임은 정보통신부장 에게 주고, 일부 형사처벌 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의 규정 반에 해서는 정보통신부장 이 시정명령 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 의 집행책임을 보좌하기 하여 정보화 진기본법에 의하여 설

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KISA)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개설되어, 여기에서 법 규

정의 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수하여 사실 계 조사 등을 행

하 다.

그러다가 이들 개인정보호보규정은 2001년 1월에 그동안의 법률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 들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되었는 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자기결

정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법률과 동일하나 몇 가지 요한 변화가 있었다.  

2001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 보호 역을 확 하여 일부 오 라인 민간사업자(여행

업자, 호텔업자, 항공운수사업자, 학원․교습소, 기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화 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집․이용 는 제공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까지 보호

하며, 정보주체의 사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원칙 으로 지하고(제22조 제1

항), 수집 동의를 받기 에 미리 일정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제22조 제2항), 수집동

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지 범 를 넘은 목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원칙 으로 

지하며(제24조 제1항), 제공받은 제3자도 제공받은 목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이 

지되며(제24조 제2항), 수집목   제공받은 목 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기하도록 의무지우고(제67조 제1항 제9호), 정보주체는 수집․이용․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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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동의 

철회 시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30조 제3항),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30조 제4항),  각 규정 

반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강화하 다.

이 밖에도 규율 상자를  “ 리를 목 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그 범

를 좁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생원칙인 수집범 의 필요최소성 요건을 더욱 강

화하고, 그 필요 최소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지우고(제23조), 한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사생

활을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지하는 선언  규정을 두고, 

이 법상의 개인정보처리기  내에 개인정보와 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한 

개인정보 리책임자를 두며(제27조), 이 법상의 개인정보처리기 의 업양도  합병

시 련 사실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제26조), 이 

법상의 개인정보처리기 이 이 법 규정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고

의․과실의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기 이 지도록 하고(제32조), 만 14세 미만의 아동

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그에 해 법정 리인의 동

의를 받으며(제31조), 개인정보에 한 분쟁을 조정하기 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 원

회를 신설하는(제33조 이하) 등의 규정을 두었다.

2004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체계에서 드러났던 미비 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기술발달에 응하고자 기존 정보통신망법을 부분 으로 보완한 것으로, 그 기본방향

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법 반에 

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 이 특징이다.

우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한 규정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기존의 단순한 열람 요구

권을 넘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

공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30조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에 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하거나 이용약 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인터넷 속정보 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   그 거부에 한 사항’을 추가하고(제22조 제2항 제5

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리목 의 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는 로그램을 설

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스 이웨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로그램’을 이용자

의 컴퓨터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50조의 5),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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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 목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54조 제2

항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 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매년 정보보호컨설

문업체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는 집 정보통신시설에 해여 정보보호 안

진단을 받아야 하며(제46조의 3 제1항), 안 진단 결과에 따라 정보보호컨설 문업체

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집 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보호조치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고(제46조의 3 제4항), 정보통신부장 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제46조의 3 

제4항) 규정들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업무를 효

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분쟁조정 원회에 5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고, 분쟁조정 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한 조정업무를 조정부에 일임할 

수 있도록 하 다.(제33조의 2)

2006년에는 세 차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먼  2006. 3. 24.자 개정안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보호의무를 강화하여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안 진단 실시 

의무, 안 진단수행기 의 개선권고  정보통신부장 에 한 통보 등의 내용을 신설

하 고(제46조의 3), 2006. 10. 4.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 등은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목 을 해 개인정보 리책임자를 두도록 한 규정(제

27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리책임

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 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사업주 는 표자가 개인정보 리책임자가 된다’고 간주하여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 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

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한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개인

정보를 제공 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 다.

2006. 12. 22.자 개정안은 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응하기 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한 고지  동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제22조 내지 24조  제24조의 2), 개인정보의 취  탁에 따른 리∙감

독을 강화하며(제25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한 일

반 이용자의 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하고(제44조의 2, 제44

조의 3),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방한다는 취지

에서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등 공공기 과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 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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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게시 을 설치∙운 하는 경우 게시  이용에 한 본인확인제도를 실시하며

(제44조의 5), 불법통신과 련된 이행명령 상을 확 하고, 불법통신물의 삭제 차 

등을 보완하며(제44조의 6), 정보통신윤리 원회 기능을 강화하는(제44조의 7 내지 44

조의 10)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문제제기  책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역사는 우리 정보통신의 역사와 개인정보보호에 한 사회 ∙

국가  인식의 변화를 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개정안의 내용들은 문제

으로 꾸 하게 지 되어 온 내용들을 담아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과한 2006. 12.월 개정안의 실명제 즉 본인확인제도 같은 경우

는 표 의 자유 등과 련하여 많은 논쟁을 낳고 있기도 하다.

  

2001년 정보통신망법은 1999년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일부 오 라인 민간사업자를 규

율 상에 포함하여 그 용범 를 오 라인에까지 확 한 에 하여, 입법목 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으로 명시하고 있는 에 비추어 정보통신망과 무 한 오 라인 민간사업자를 이 법에

서 규율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혼란스러움을 래하며, 헌법 제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 는 법률로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38조(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장

은 정보통신∙ 리∙우편∙우편환  우편 체에 한 사무를 장리한다.' 는 규정

에 비추어 오 라인 민간사업자의 업활동에 한 규율이 정보통신부장 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문제라는 지 이 있다.29)

그러나 동법이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개인정보보호를 목 으로 입법되었고, 온

라인 규제만으로는 입법목 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규범  

효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에 비추어 큰 문제 은 없다고 보이지만, 단지 바람직한 

입법체계는 아니며, 일반법의 제정 혹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정도라고 생각

된다.

2001년 정보통신망법은 1999년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 라인

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강력한 법  규제의 상이 되는 온라인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거의 배제되었고, 그 결

과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이용의 가치를 제 로 하게 조정하지 못하 다

29) 이인호, 게서,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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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 이 있으며, 재의 법은 규제 상자에게 강력한 법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온

라인의 가변 이고 불명확한 실을 반 한 세 하고 분명한 행 기 을 제시하지 않

고 있고 그 결과로 행 기 의 불명확성과 포 성으로 인해 수범자인 규제 상자는 행

동방향을 제 로 설정하지 못한 채 법집행기 에 의한 범 하고 자의 인 제재의 가

능성에 놓이게 된다는 지 은30) 경청할 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로, 정보통신망법 제31조의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인정되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그 법정 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들면서, 만일 서비스제공자에게 

엄격한 동의획득 차를 요구하게 되면 산업의 기단계에 있는 온라인서비스업자에게 

과 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 되어 자칫 온라인서비스산업을 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으로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쇄하는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

다는 지 31)도 있으나 이는 과도한 우려로 보이며, 이에 해 믿을 만한 통계  자료

도 아직 없고, 사물에 한 변별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의 비교

형량 , 그리고 미성년자에 한 법정 리인의 민법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큰 문

제 은 없으며 한 시는 아니라고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은 기본 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성화하기 한 법률인데, 정보보호를 

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진,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의 목 을 동시

에 제시하고 있는데서 목  자체가 상호 충돌되고 혼란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사업자

들의 이해를 반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히 하거나 일 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 

로서 이동통신 3사가 가입 해지한 소비자 정보 1천 만명분을 보 하고 있었는데 정

보통신부가 이를 방 한 문제라든지, 네트워크 보안을 해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 

사례로 2003. 1. 인터넷 란이 발생하자 이용자 서비스를 단시킬 권한 부여, 이용자 

련자료 요구문제 등으로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비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 등

이 실제로 발생하 다는 에서 매우 한 지 으로 보이며, 정보수집자가 약 으로 

‘고객들에게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제휴사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만으로 당사자의 명시  동의를 생략하고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유통시켜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한 포  동의 문제에 한 정보주체의 무력화에 한 조

치방안 문제, 라이버시 향평가제도입 문제 등은 여 히 유효하고 필요한 지 이라

고 보이며32), 2006. 12.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 이 부분 으로 반 되어 개선된 결과로 

30) 이인호, 게서 , 47-48면

31) 이인호, 게서, 48-49면

32) 국가인권 원회, 융기 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 황 실태조사(연구수행기  ;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3, 121-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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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이러한 지속 인 문제  지  등에 하여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갈

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지 되어 왔고, 신규기

술과 서비스 용이 확 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책이 불가피한 실정임

을 인정하고, 연내 법률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고,33)  새법안에는 꾸 히 지 되어 

온 ‘개인정보사 향평가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의 문제 과 책

융정보와 련된 개인정보에 한 법률로는, 신용정보의이용 보호에 한법률(이

하 “신용정보보호법”이라 한다)과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법률이 있는데, 후자의 

법률은 원칙 으로 수사기 의 법한 차에 따른 수사가 아닌 한 당사자의 동의 없

이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지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 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신용정보보호법을 보기로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업을 건 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이용과 체계

 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  등을 히 보호함

으로써 건 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신용정보사

회로 어든 우리사회도 융회사, 신용카드업자 등 신용제공자는 소비자의 신용능력

을 정확히 평가하여 정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산 등의 사회  문제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신용제공자는 채권 회수의 안 성을 확보하여 재무 건 성을 유

지하고, 소비자의 신용능력에 한 평가를 신속한 차와 용이한 방법으로 행함으로써 

신용제공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비자신용정보체계의 운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의 신용정보가 무

분별하게 수집․이용․제공됨에 따라 정보주체가 정보객체로 락할 험성이 있고, 

 부정확한 신용정보에 의하여 잘못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용계약이 거 되는 등

의 경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의 효율  이용과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하

고 조화롭게 조종하기 한 필요에서 마련되었고, 주요내용으로 목 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의무, 정보 열람  갱신청구권, 오래된 신용정보 기, 일반  사항에 한 공시

33) 디지털데일리, 2007. 1. 25.자 보도, ‘개인정보호 새법안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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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 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처리와 련된 상당부분을 시행령이 아닌 융감독 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함으로써(신용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에 한 제약은 당사자 동의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OECD 가이드라인

에 비추어 험한 규정이고, 법집행기 의 자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 이 

실성 있게 제기되고 있으며, 신용정보 수집과 련하여 융거래 련 정보 등 제한

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권, 고지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문

제 이 있고, 신용정보의 제3자에 한 제공시 선택 인 동의 가능성이 없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해 융감독 원회가 신용정보 제

공  활용 동의서와 계약서류를 분리하고 동의여부를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 규정이 아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  등은 여 히 유효한 지

이고 개선 이라고 보인다.34)

6. 소결

자정부의 발 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리하고 이용할 것이며 정보주체의 통

제권은 어느 수 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한 논의가 사회 으로 큰 쟁 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충돌에서 보았듯

이 이미 구체 으로 자정부사업에 향을 미치고 있고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련 제도의 정비가 

시 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몇몇 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들

이 일부 제정돼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① 보호법제의 체계부조화 현상, ② 특정 보호 영

역에서 규율 공백현상,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법률적 근거 부존재, ④ 단일하고 

전문적 독립 감독기구 문제, ⑤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 ⑥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원칙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감독이 더욱 확실히 이뤄져야 하고, 현재 단일 

감독기구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

34) 국가인권 원회, 게서, 130-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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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아직도 많은 법률이 비밀보호를 위한 은둔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은둔모델로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역감시의 참여모델로 전환시켜야 하고, 단일하고 전문적인 독

립 감독기구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기관은 행정자치부이지만 

전자정부의 집행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상반된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동시에 추구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 또한 민간을 감독하는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

반의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주된 임무를 맡고 있어 전문적 독립 감독기구

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견해라고 평가된다.35)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부 반영하여 이은영 

의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발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

고 있지만 이상에서의 문제점들을 반영한 법안이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자

유로운 인격발현과 정보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천명하고 개인정보 

취급의 원칙을 제시하고(개인정보호법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이하 안이라 함),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차별적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안 제7,8조), 자동화된 개인정보수집장치(CCTV, 쿠키 및 E-mail수집

기 등)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여 개인정보 무단수

집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9조),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청구권을 보장

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안 제11,12조), 고유식별자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식별자

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5조),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게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

도록 하며(안 제16조),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강구와 제도 및 사회적 관행의 개

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을 관장하며

(안 제18,9조),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체계적∙일관적 집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안 제24조),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정보주체의 불만 등

의 접수∙처리 및 상당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를 설치∙운영

하고(안 제3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관하여 자료제출, 현황

조회 및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효과적인 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7,3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하

35) 이인호, 게서, 60-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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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안 제40,42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안 제4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여기서는 이은영 의원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사전예방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정보의 수집에 앞서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될 경

우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사전적∙능

동적∙적극적인 제도를 의미하며, 이 제도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시행착오를 예

방하고, 국민의 불만 문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기

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대효

과가 있다고 본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처럼 법률상 명문으로 PIA의 시행근거를 두는 경우, 캐나다

처럼 법률상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일반법을 근거로 정책적으로 PIA를 의무적으로 실

시하는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법률상 명시적 근거는 없고 자율시행이 원칙이지만 

다만 시행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 유럽처럼 PIA를 실

시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례가 다양하다.36)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제도시행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법률적 근거보다도 시

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행주체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과거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문제, 현재의 형

통망 사업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개인정보 취급 문제가 항상 소홀

히 다루어져온 경험적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법률적으로 도입되고 입법화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은영 의원안과는 별도로 2005. 10. 17.자로 국회에 발의된 이혜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52조에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36) 류석상,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을 한 사례연구, 한국 산원, 2005,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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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의원안이 기존의 법률보다 진일보한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위 법안

에서도 여전히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개인정보영향평가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원칙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Ⅱ. 정보인권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  

제1장에서 추진단이 밝히고 있는 형통망 사업의 정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기 효과 등에 하여 개 하면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인권 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  

가. 헌법  에서의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신

의 정보를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에 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정보자기결정

권의 헌법  근거에 한 학설은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 그런데 형통망 구축을 통해 

무한한 개인정보를 담아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시도가 헌법 자체를 무력화시

키려는 제주의 , 체주의  사고방식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이 완료되면 매우 민한 개인정보들이 엄청난 양으

로 집 되게 될 것이며, 2005년 말 기 으로 한해 형사사건이 230만 건이 넘어선 상황

에서 피의자  피고인 외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 등까지 모두 집 되게 되

면 매년 최소 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들이 통합DB에 집 되게 될 것이고,  국민

의 자기록화는 시간문제로 등장할 것이 명약 화하다.

이러한  국민의 자기록화가 완성되면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국민

의 생활정보와 비 스럽고 치욕 인 정보까지 입체 으로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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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이는 형통망 그 자체가 곧 민주주의와 인권을 하고 침해하는 괴물로 등

장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민한 개인의 각종 정보를 형통망 통합DB에 규모로 집 하는 것 자체가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 내부자 혹은 침투자들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언제라도 유출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집 이 규모일수록 유출 험성도 더욱 증 되는 것

은 당연한 논리  귀결이며, 이러한 정보유출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은 술한 개인정보 침해 황 사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러한 험성으로 인

하여 형통망 사업은 매우 험한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형사사건에 있어 정보수집이란 태생 으로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가 상호 

등한 계가 제될 수 없다는 에서 출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알

려는 자 즉, 수사기  등에 하여 그 반 편에서 정보를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의 

지 가 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수사라는 특성상 등성을 제하기가 곤란하며, 이런 불평등은 

결국 정보주체의 의사를 배제하는 결과로 나타나 개인의 인격권, 라이버시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정보를 수사기 이 수집∙ 장∙공동 활용함으로써 개인

을 국가 체에 복속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컨 , 소년법의 용을 받는 소년범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치  정립이 형성되기 

이 에 사물에 한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들이 비행을 질러 처벌을 받는 경

우 그들의 미숙한 행동과 비행들에 한 태도와 수사  재  기록 등은 향후 청소년

의 발달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기 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

히려 망각되고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식 으로 장기간 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구나 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한 비행 기록이 형통망에 데

이터로 수집∙ 장∙공동 활용된다는 것은 가 보아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

인다.

한 종교  확신 등에 기한 양심  병역거부 사범이나 이념과 사상에 기한 국가보

안법 반 사범(존∙폐론을 떠나서) 등의 경우에는 사상과 신조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

에게 단히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 장∙활용은 

인간 내면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수사기록에만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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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어 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앙집 식 정보수집과 활용은 매우 험한 것이

다. 한 지 까지 각 검찰청, 법원별로 수사기록을 분산 보 해 온 것에 하여 아무

런 문제가 없었다는 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보장∙질서유지 는 공

공복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 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유보 

조항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가 있고, 기본권을 제한

하는 법률은 국민의 표기 인 국회가 제정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형

식 인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 인 헌법에도 합해야 한다. 한 기본권제한 입법은 

입법 목 의 정당성과 그 목  달성을 한 방법의 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

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야 하며, 이를 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는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를 벗

어난 것으로 헌법에 반된다.(헌법재 소 2003. 6. 26. 2001헌바31)

이러한 헌법재 소 견해에 따라 재 진행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을 평가해 볼 때, 

재 진행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아무런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형벌

권 발동이라는 목 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재의 수사  재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

하고 있는 실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비례성을 유지하고자하는 그 

어떤 제한도 없이 형통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에서 과잉 지원칙에 반하는 행

이고, 따라서 헌 인 행 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나. 국제인권법 에서 본 문제

개인정보 보호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시민 ∙정치  권리

에 한 국제규약 제17조의 사생활 보호, 1990년 UN 총회로 결의된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 일의 규율에 한 지침’, 우리 법제에 향을  것으로 알려진 OECD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  유통에 한 지침(1980년)’ 등에서 밝히고 있는 국제법  

원칙이며, 이들은 개인정보에 하여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당사자 

근의 원칙, 목  구체성의 원칙, 안 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37)

이러한 국제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재 진행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어떠한  

37) 박병섭,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한 연구, 민주법학(제25호), 403-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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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 과 피

의자라는 수사의 특성상 수사기 의 우월  지 로 인하여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공정성을 기 하기 어렵고,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도 범인 처벌을 해 정보

의 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실이다. 수사의 본질이 과거에 한 

각종 사실 계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재  에서 정확성이 유지되기 어

렵고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한 어떤 정보가 어떤 범 에

서 어떻게 수집되어 보 되고 활용되는지에 한 원칙도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수

사기 에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들이 공소유지에 필요한지 여부를 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보들을 분리하기도 어려워 목 구체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컨 , 

피의자가 신 하는 종교가 경우에 따라 양형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 지 않을 

수도 있는 민감한 정보다) 아울러 이미 술한 것처럼 공공기 의 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 등에 비추어 재의 형통망 사업에서도 안 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다.  

결국 국제인권법  에서도 형통망 사업은 허용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선진국 유사사례를 통해 본 문제  

추진단은 형통망 사업의 추진모델로 선진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바, 국의 

형사사법제도(CJS : Criminal Justice System), 미국 펜실베니아 주정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JNET : Pennsylvania Justice Network), 미국 LA County 형사사법정보시스템

(CCHRS : Consolidated Criminal History Reporting System)을 시하고 있다.

국의 CJS는 England와 Wales의 형사사법제도로서 범죄피해자와 목격자를 우선

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유 기 간 상호 유기 인 조 계와 체계 인 조직 운 을 

통해 형사사법 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업체계 구축시스템이다. 

미국의 JNET는 범죄사법처리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주정부  연방 련 기 간에 

형사사법 업무처리 련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각 기 별로 공유정보의 종류와 

근권한을 세분화하고, 각 유 기 들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업무처리 차가 수립되

어 있고, 신상정보  지문, 범법행 , 범죄이력사항, 사진 정보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기 별 업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CCHRS는 LA 카운티의 법원과 형

사사법기 들이 범죄용의자  형사피고인을 식별하고 그들의 련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범죄이력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

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 간의 효율 인 정보연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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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선진 각국의 형사사법 유 기 간의 정보공유 사례들도 재의 우리나라 

형통망 사업처럼 하나의 통합된 DB에 모든 온갖 민감한 정보를 수집∙ 장하고, 활용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한된 범  내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조를 통해 공유하고 활

용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지 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이런 제도를 마치 형통망 사업의 모델처럼 제시하는 것은 그 한 시도 아닐 뿐더

러 오히려 형통망 사업이 무모하고,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역설 으로 보여주는 사

례라 단된다. 

2. 형사소송법 에서 본 문제  

가. 형사소송의 이념  측면에서 본 문제  

형사소송은 신속하고 법한 차에 의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악하여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분하고,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 을 갖고 있고, 이러한 형사소송의 이념에 하여 다수 

학자들은 3  이념을 지 하고 있는 바, 3  이념은 바로 실체진실주의(實體眞實主義), 

정 차원칙(適正節次原則), 신속한 재  원칙(迅速한 裁判 原則)이다.

실체진실주의란 객  진실을 밝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것으로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積極的 實體眞實主義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즉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

여서는 안 된다’는 消極的 實體眞實主義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소송 최

고의 지도이념을 실 하기 하여,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하고(형사소송법 제161

조의 2, 제287조 ; 이하 형사소송법은 ‘법’이라 표기함)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법 제295조),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증거재 주의(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

(법 제308조)를 규정하고, 자백배제법칙(법 제309조), 문법칙(법 제310조의 2), 자백보

강법칙(법 제310조), 상소  재심제도 등을 두고 있다.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와 일치해야 하며, 정 차란  

헌법정신을 구 한 공정한 법정 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써, 헌법 제12조 제1항에 ‘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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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형사소송은 

정 차 이념을 구 하기 하여 공정한 재 을 받을 권리로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한 제척∙기피∙회피제도(법 제17조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한 제1회 공

기일 유 제도(법 제269조), 피고인의 출석권(법 제276조), 피고인의 진술권(법 제286

조), 진술거부권(법 제289조), 증거신청권(법 제294조), 증거보 신청권(법 제184조), 각

종 통지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 하기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국선변호인 제도(법 제33조) 등을 두고 있으며, 국가형

벌권 실 을 한 수단으로서 강제처분도 목 이 정당하고, 수단이 상당하며, 목 과 

수단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과잉 지원칙, 피고인 보호를 한 각종 고지 

제도 등을 두고 있다.

신속한 재 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피고인의 기본  인

권으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한 이념이며, 이 이념을 구 하기 하여 수사

기 의 구속기간 제한(법 제202, 203조), 공소시효 제도(법 제249조), 공  비 차(법 

제266, 267, 270, 273조 등), 궐석재 제도(법 제277조의 2 등), 재 장의 소송지휘권(법 

제279조 등), 법원의 구속기간  결 선고기간 제한(법 제21, 22, 92조 등) 등이 규정

되어 있다.

이러한 이념들 즉 실체진실주의, 정 차원칙, 신속한 재  원칙은 기본 으로 실체

 진실을 밝히기 한 이념들로 상호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 정 차원칙과 신속한  

재  원칙은 근본 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원리라는 측

면에서 실체진실주의와 립하는 이념들이기도 하다. 즉,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면 

정 차 원칙과 신속한 재  원칙이 후퇴되고, 반 로 정 차 원칙과 신속한 재 을 

강조하다보면 실체진실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써 이러한 모순된 이념들

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형사소송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요한 문제

다. 

먼 , 정 차원칙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의 형통망 사업은 헌법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법률유보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는 아무런 법  근거도 없이 형통망 사업이 추진되어 왔

고, 법정 차에 의하지 않고 경찰∙검찰∙법무부∙법원 각 단계에서 수사  재 을 

한 후 모든 자료를 자문서로 만들고 이를 자 으로 처리∙재 ∙집행하겠다는 것

인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법한 차에 의하지 않은 법한 행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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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해 모든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합해서 장∙보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문제를 벗어나 있고,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 균형성이 상실된 과잉 지원칙에 반된

다고 평가된다.

실체진실주의 에서 볼 때 자문서에 의한 자재 에 있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 증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법칙은 어떻게 용할 것

인가, 고문∙폭행∙ 박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에 한 자백배제법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증거재 주의에 있어 자문서는 증거능력을 갖는가 등의 의문도 제

기된다.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그 소송 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차 즉 공 차에서 사건에 한 법원의 심리가 행해지며, 형사소송법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채택하여 법원의 심리를 공 차에 집 하게 하는 공 심주의를 확립하

고 있다.

이러한 공 심주의는 공 기일 외에서 형성된 수집된 모든 증거를 공 기일 심리

에 집 하여 사안의 실체에 한 심증형성도 공 심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공 심주의를 제로 할 때 피고인을 보호하기 한 각종 기본원칙들이 의미

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본질  실 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 차를 구 하기 한 기본 원칙으로 공개주의(公開主義)∙구두

변론주의(口頭辯論主義)∙직 주의(直接主義)∙집 심리주의(集中審理主義)가 있다.

공개주의는 실재 에 한 오랜 역사  투쟁의 산물로 확립된 헌법상 원칙으로(헌

법 제27조 제3항, 제109조) 이는 법원의 재  차를 국민의 감시 아래 두어 공정한 재

을 보장하고 재 에 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구두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방어 즉 주장과 입증에 근거하여 심리∙재 하는 것을 일

컬으며, 직 주의는 공 정에서 직  조사한 증거만을 재 의 기 로 삼아서 재 하는 

원칙이고, 집 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해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법원은 그동안 공 차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실질  서면 심

주의 재 이라는 국민  비 을 수용하여 공 심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차 천명한 

바 있고 공 심주의 강화 방향으로 사법개 을 이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자문서에 의한 자재 , 그리고 자문서는 구두변론주의와 직 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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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기본 으로 서면 심주의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보

이고 구두변론주의  직 주의는 속성상 자문서 등에 의한 on-line과는 조화되기 

어려워 공 심주의와는  다른 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사법을 

향한 공 심주의 방향과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결국 형통망 사업에서 말하고 있는 능률성과 효율성은 신속한 수사와 재 만을 거론

할 뿐이고, 실체  진실발견이나 정 차 이념에 해서는 무시하는 험한 발상이자 

추진으로 단되며, 재의 형통망 사업은 신속한 수사  재 이라는 이념을 기치로 

능률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체  진실과 정 차 이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

이는 것처럼 보인다.   

 

형통망 사업은 형사소송에 있어 정 차원칙, 실체진실주의와 같은 이념들을 희생

하고라도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을 통해서 능률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우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해온 오랜 역사  경험과 투

쟁의 결과로써 나온 인류의 고귀한 산물인 형사소송이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념

이고, 결코 포기해서도 않되는 이념으로 재의 형통망 사업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이

념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나. 디지털 증거로서 자문서의 특성에서 본 문제  

추진단은 기존의 형사사건에서 종이기록과 수기장부에 의한 사건 리, 종이문서 

심의 업무처리로 인한 인력∙시간의 낭비, 보안 취약의 문제 을 형통망을 구축함으로

써 형사사법 차의 자화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는 기존의 종이문서와 증거들을 디지털화하여 자문서로 체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 의 하나인 자문서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서 비롯된 고유한 속

성상 수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다.

1) 디지털 증거로서 자문서의 특성38)

 

① 매체독립성 : 디지털 증거의 일종인 자문서는 우리의 에 보이는 유체물이 아

38) 양근원, 형사 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한 연구, 경희 학교 학원 박사학 논

문, 2006, 215-239면에서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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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각종 디지털 매체에 장된 혹은 송 인 정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자문서

는 매체와 독립된 정보내용이 증거로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

여 원본매체가 원형 그 로 보존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매체에 복사 는 기타 방법으로 이 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며 이와 

련하여 다양한 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② 非可視性∙非可讀性 : 자  기록매체에 기록 보존되어 있는 자문서는 그 존

재  상태를 사람의 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종이문서의 경우 이를 제시

하는 방법으로 곧바로 시 해 보일 수 있는데 반하여, 자문서의 경우 컴퓨터 하드디

스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내용을 인지할 수 없고 그 내용을 별해서 모니터 

상에 나타나게 하거나 인쇄를 통해서 제시될 때 비로소 가시성∙가독성이 주어지는 특

성상 이런 변환 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소 트웨어와 장치  문가들이 개입되

므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③ 원본과 사본 구별의 곤란성 : 아날로그 자료인 종이문서는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

인지 형식 인 검증만으로도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반하여 디지털 증거인 자문

서는 이와 달리 그 값만 동일하면 아무리 복사를 반복해도 아무런 질  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기 곤란하며, 이를 확인하기 한 별도의 차

가 필요하다는 에서 기술  책과 차가 필요하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

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 ∙변조 등의 용이성 : 아날로그 자료인 문서는 ∙변조 문제를 체로 용이하

게 별할 수 있는데 반하여 디지털 증거인 자문서는 ∙변조  삭제가 매우 용이

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단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많은 자료를 삭제∙변경시킬 수 있

으며, 인  조작이 아니더라도 각종 소 트웨어와 장치들에 의하여 많은 일에 변

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을 갖고 있다. 

⑤ 디지털 증거인 자문서는 아주 은 매체에도 방 한 분량의 정보를 장할 수 

있는 량성을 갖고 있고, 수집된 자문서라고 할지라도 이를 가시성∙가독성 있는 

자료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해석하려면 문성이 요구되며, 디지털 환경이 독립 인 

방식뿐 아니라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 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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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증거로서 자문서의 문제 39)

술한 바와 같은 자문서 특성인 매체독립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곤란성, ∙변

조 용이성, 량성, 문성 등의 특성으로 진정성 문제, 무결성 문제, 신뢰성 문제, 원

본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는 바,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眞正性∙無缺性 문제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진정성의 문제는 외 으로 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

는 조건으로 성립의 진정성을 논의하고, 이는 성립의 요건으로 서명, 날인, 간인과 같

은 형식  진정성립과 진술내용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실질  진정성립

의 문제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디지털 증거로서의 진정성 문제는 진술증거냐 아니냐하는 문제를 떠나 제출된 증거

가 장∙수립과정에서 오류가 없으며, 특정한 사람의 행 가 정확히 표 되었고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인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증거법상 실질  진정성립과 유사

한 성격을 갖으며, 무결성의 문제는 변경, 훼손이 아주 용이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최

 증거가 장된 매체에서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이나 훼손이 없었다는 이 입

증되어야 한다는 을 말한다. 증거의 수집∙분석∙보 ∙처리∙법정제출 과정에서 많

은 사람들의 행 가 개입되게 되는데 이 경우 각 행 시 마다 원본데이터의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차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물리  증거는 부분 최 로 수집된 증거가 그 로 법정에 제출되며 특별히 

의도 인 행 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변경이 쉽지 않으나, 디지털증거의 하나인 자

문서는 증거 취 자의 의도가 없이도 용이하게 변경, 훼손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존재

하므로 이에 한 특별한 조치와 처리과정에 한 차  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② 신뢰성 문제 

디지털 증거를 처리하는데 사용된 컴퓨터 장비  로그램의 신뢰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을 행하는 사람이 문 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미연방 법원에서 제시한 ‘Daubert 

Standard/analysis'에서 제시하는 분석기  내용처럼40), 「이론 혹은 기술이 검증될 수 

39) 양근원, 게논문, 215-239면, 270-279면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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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검증되었는지 여부, 그 이론 혹은 기술이 검토와 공표를 거쳤는지 여부, 특별한 

기술  측면에서 ‘알려진 혹은 잠재 인 에러율’이 높은지 여부, 그 이론이나 기술이 

‘ 련된 과학자 사회’에서 일반 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되는 것이다.

 

③ 원본성 문제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고 매체독립 인 정보이기 때문에  

매체에 장된 상태 그 로 혹은 매체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부

분의 경우에는 원 매체에 있는 증거를 이동성과 휴 성 있는 다른 매체로 복사 는 

이동시켜 수집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법 원칙상 제출되는 

사본증거, 그리고 가시성․가독성 있는 형태로 변환된 증거를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3) 소결 

술한 바와 같이 자문서는 그 본래의 속성상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성을 

그 로 유지할 수 없는 태생 인 한계와 문제가 있으므로 원래의 데이터가 본래의 내

용과  다름없이 수집되고 제출되는 과정까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부분에 

하여 신뢰성 있는 입증책임을 지는 제도 ∙기술 ∙ 차  검증장치  보완이 반

드시 필요한데, 아직 이에 하여 깊이 있는 일정 부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

은 물론 입법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으로 이러한 법의 사각지  상태에서 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매우 

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반의 체제 자체를 완 히 뒤바꾸

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제도 변화에 한 깊이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입법 ∙기술

 방안 등에 하여 아무런 비와 책도 없이 무조건 사업에 착수해 놓고 보자, 나

에 법을 만들면 된다는 이런 발상과 행 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법치주의  발상  

행 라고 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컴퓨터 장치와 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수집, 분석, 이동, 증거제출 등의 업무처

리와 결과에 있어 그 정확성을 100% 담보할 수 없으며, 100% 담보가 가능하지도 않다

는데 근본 인 문제가 존재한다.

40) Daubert v. Merrell Dow Phamaceuticals, Inc., 509 U.S. 579, 113 S.Ct. 2784, 125 L.Ed2d 

46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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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 해 동안의 형사사건은 230만 건을 넘어섰는 바, 이 사건 에서 인 인 

컴퓨터 자료의 변경∙훼손이 없다고 가정하고 만일 컴퓨터 자체의 장치  시스템이 

99%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1%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고, 99.9%의 정

확성이 담보되고 0.1%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2005년 기  형사사건 230만 건  1% 오류의 경우 1년에 2만 3,000건, 0.1% 

오류의 경우 1년에 2,300건의 형사사건이 오류에 빠진다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인권침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돌이키기 어려운 

법치국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 의 수치스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 하다.

여기에 컴퓨터에 해 고도의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나 혹은 이들 

문가를 고용해서 인 으로 형사 자료를 변형∙훼손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둔갑시키는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

는 것이다.

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처

벌해야 하지만, 반 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의 피와 한숨이 섞인 소극  실체진실주의를 형사 차에서 

가장 큰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와 같은 불행한 사태 발생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실에서 철 한 비와 제도 ∙ 차 ∙기술  검증, 그리고 법률  근거 없이 진행

되는 형통망 사업은 매우 험하고 가공할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다. 증거능력  등에서 본 문제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단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7

년 상반기부터 송치의견서 등 경찰과 검찰간 오 라인 인편에 의하여 달되던 각종 

수사서류의 자화  자  유통∙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부와 부본처리부 등을 

자화함으로써 장부를 없애고, 시스템에서 정보를 장∙조회∙ 리하는 장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문서기록을 자화함으로써 2010년 이후 종이 감액

이 연 56억 46,695,871원에 이르고, 우편 송달비용 감액이 연 114억 6,600백만 원에 

달하여 연간 170억여 원에 해당하는 산을 이는 효과가 있고 밝히고 있다.

추진단은 2006. 9. 26.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자  업무수행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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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찰 수사기록은 자문서 일로 체되고, 결재  송치가 자 으로 이루어

지며, 산화된 수사기록은 온라인으로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자 인 결재와 기소

를 하고, 법원에 자문서로 작성된 증거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토론회 이 에는  언 도 없었던 부분을 명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 즉 

경찰에서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 압수물 등 오 라인으로 송부되는 서류 

등은 그 취지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별도로 송부하고, 법원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문서, 압수물은 공 정에서 오 라인으로 제출한다고 한다. 즉 기존의 모든 형

사사건에서 종이문서를 없애고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잘못된 

오류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행 형사소송법상 자

문서의 증거 능력 문제 등에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형사 차상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 

 

형사사법기 이 작성하는 문서 에는 일단 정형화된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는 정형

문서와 일정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형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정형문서 

 서명날인이 필요 없는 기록목록, 증거목록, 압수물 목록 등이 있고, 검찰∙경찰 내

부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로는 범죄인지보고서, 행범체포서, 긴 체포서, 압

수조서, 검거보고서, 송치의견서, 추송서, 수사보고서, 장신청서, 장청구서, 약식공

소장, 공소장 등이 존재하며, 법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로는 구속 장, 구속기

간연장결정서, 약식명령 결문, 공 조서, 공 기일 통지서 등이 있고, 검찰∙경찰의 

서명∙날인뿐 아니라 외부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등

의 진술조서 등이 있다.

비정형문서로는 법원∙검찰∙경찰에서 작성하는 압수물 사진, 장검증 도면  사

진 등이 존재하고, 외부에서 피고인 등이 작성하는 고소∙고발장, 정식재 청구서, 항

소(상고)장, 항소(상고)이유서, 합의서, 고소∙고발 취소장, 반성문, 통장사본 등과 같은 

융거래내역서, 증거물인 서류( 컨  음란도서, 이 표 물 등) 등이 존재한다.

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서 에서 술한 바와 같은 자문서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서 단순히 행정 인 문서, 차에 

한 문서는 자문서로 작성되어 유통, 보존하는데 있어 비교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외부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사건의 실체형성에 련된 문서로 자문서화 하

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법률

인 문제가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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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인 문서들을 자문서화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며, 만일 가능하다 하더라

도 이는 단순히 종이문서를 이미지화하는 것인데 이것도 분량이 많거나 데이터화가 불

가능하다는 등의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지화한 것은 인간의 오감으

로 이를 검증∙확인하는데 일정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한 이미지화한 것

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추진단이 처음부터 밝히고 있었던 바와 같이 모든 종이문서

를 없애고 자문서화하여 종이 값을 연간 56억여 원 이상 감한다는 것도 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형통망 사업을 하여 경제  효과를 과  포장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 추진단이 나 에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오 라인으로 송부하는 서류와 온라인

으로 송부하는 서류로 이원화할 경우 업무는 더욱 복잡해지고, 수사기록  재 기록

의 일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원화하는 것도 무리며, 

험하다고 단된다.

2) 자문서화의 한계 

형사사건에 있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 방식은 법 제57조, 제58조에 규정되어 있

는 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하는 조치

를 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문자를 변개하지 못하고, 삽입, 삭제 

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字數를 기재하여야하고,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字體를 존치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에 있어 와 같이 엄정한 차와 방식을 따라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근본 인 이유는 형사사건에서 작성되는 서류들이 국가형벌권의 존부  범 에 

막 한 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인데, 자문서화할 경우 재의 제도를 체할 만

한 신뢰성 있는 기술 ∙법  장치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매우 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상 여러 원칙들 즉 자백배제법칙(법 제309조), 자백보강법칙(법 

제310조), 문법칙(법 제310조의 2)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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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자체 는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을 상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형

통망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문서 등은 해석론은 별개로 하더라도 입법 으로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문법칙이란 사실인정의 기 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  법원에 진

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 으로 보고하는 문증거는 증거가 아니고, 증

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법 제

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일정한 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으로(법 제310조의 2) 이는 세계의 소송법체계에 가장 한 공헌을 한 원칙

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문법칙의 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 

는 법 의 조서  검증조서, 법 제312조,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는 사법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등의 각 진술조서, 각 검증조서, 각 진술서, 

제31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정서 등이 존재한다.

먼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해서는 공 비 는 공 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

정된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법 제312조 제1항), 여기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해서는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인정되어야 하고(형식  진정성립), 조서의 기재내

용과 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여야(실질  진정성립)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 이

외의 사법경찰  는 특별사법경찰 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  진정성립  

실질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외에 공 비 는 공 기일에 그 피의자 던 피고인

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즉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 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

에 기재해야 하고(법 제244조 제2항),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행법 규정으로는 형식  진정성립을 한 

장치로서 서명, 날인, 간인이 없는 자문서는 증거로 결코 사용할 수 없다.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는 자문서를 만들어서 자재 을 하겠다는 것은 허구의 논리라는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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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식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한 방안으로 업무담당자의 자서명을 피의자(피고

인), 참고인의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방안, 라이  스캐  등을 이용하여 진술자의 생

체정보(지문)를 입력하는 방안, 자패드를 이용하여 진술인의 서명을 자화하고, 조

서 내용을 확인받은 후 확인증을 발 하여 다시 서명하는 방안, 진술인의 서명∙날인

을 신하여 육성녹음 후 일 형식으로 조서에 첨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는 정도지

만 아직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입법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서명∙날인 방안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자문서 사이의 간인이 가능한지도 의

문이다.

와 같은 진정성립 문제 이외에도 자문서의 자기록이 서면인지 즉 문서성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록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거서

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거물인 서면으로 볼 것인지, 자기록의 모니터 혹은 서류로 

출력하여 가시성․가독성을 갖게 하는 차가 형사소송법상 번역인지 는 감정인지 

하는 문제, 구두변론주의, 직 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는 행법상 컴퓨터 일 등을 

문증거로 볼 것인지, 문법칙의 외로 볼 것인지 등에 하여도 아직 학계의 입장도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입법 으로도 해결된 바가  없다.41)        

술한 바와 같이 자문서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원본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

에서 형식  진정성립에 있어 지문스캔 일, 서명이미지 일, 녹음 일과 자문서

가 결합된다고 하여도 이런 일들이 분리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는 기

술  한계로 인하여 자문서는 더욱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99%의 신뢰성 는 

99.9%의 신뢰성이 보장되어도 나머지의 문제는 워낙 심각하고 한 문제이기 때문

에 기존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체할 100%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섣부른 행 , 기존의 오랜 역사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체의 

체계를 뒤흔드는 행 는 자제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기술 ∙과학 으로 

100%라는 것이 존재 가능한가.

3) 통지  송달에 한 문제

형사소송 차에서는 여러 문서가 생산되고, 생산된 문서들은 일정하게 피의자(피고

인)에게 송달되고 통지되어야 하며, 이는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 는 고소∙고발

41) 원혜욱, 컴퓨터 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2000. 6.), 3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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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와 한 연 을 갖기 때문에 매우 요한 규정이다.

  검찰에서 고소 는 고발 사건에 하여 수사결과 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 , 기소 지, 이송 등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 는 공소제기를 하는 경

우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법 제258조 제1항), 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며(동조 제2항), 검

사의 불기소처분에 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공소제기는 법원에 서면

으로 이루어지고(법 제254조), 제1회 공 기일  5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법 제266조), 공 기일에 피고인∙ 표자 는 리인을 소

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해야 하며(동조 제2항), 공 기일은 검사∙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동조 제3항), 피고인을 구속시 일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고(법 제87조), 

법원에서 재 의 선고 는 고지는 공 정에서는 재 서에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

서등본의 송달 는 다른 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법 제42조), 항소이유서와 상

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법 

제361조의 2, 제361조의 3, 제378조, 제379조), 약식명령은 피고인에 한 재 서 송달

에 의하고(법 제452조), 검사 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정식재  청구를 할 수 있도록(법 제452조)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형사소송법은 서류송달에 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용하도록 

규정하고(법 제65조), 피고인∙ 리인∙ 표자∙변호인 는 보조인이 법원소재지에 서

류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소재지에 주거 

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 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법 

제60조 제1항), 송달 수인은 송달에 하여 본인으로 간주되며(동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용되지 아니하며(동조 제4항), 주거∙사무소 는 

송달 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법 제61조 제1항),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동조 제2항), 교도

소 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하며, 피고인의 주거∙사무소

와 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고(법 제63조 제1항), 피고인이 재

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

시송달할 수 있고(동조 제2항),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법 제64조 제1항), 공시송달은 법원사무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 하고 그 사유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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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게시장에 공시하고(동조 제2항) 최 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

면 그 효력이 생기고, 제2회 이후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자  송달에 하여 일체의 규정이 없으며, 만일 형통

망 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을 실시한다고 할 경우 

자  송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하여도  입법 으로 불비한 상태에서 형통

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2006. 10. 27. 국회는 ‘독 차에서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을 통과

시켰는 바, 동 법률에 의하면 법  등의 자정부법에 의한 자서명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는 기명날인으로 보며(동법 제7조), 자  송달의 경우 신청

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다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

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보처리조직의 장

애로 인하여 자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혹연  법률을 형사소송에도 유사법률로 만들면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도 당사자 동의를 바탕으로 제한 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독 차가  등의 

지 을 목 으로 하는 청구에 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

명령을 발하는 차로서(민사소송법 제432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는 지 명령에 확정력  집행력을 부여하여 통상의 결 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

무명의를 얻게 하는 특별소송 차이고,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 즉 이의를 신청하면 통

상소송으로 이행되는 선행 차라는(민사소송법 제472조) 측면에서 자문서 활용을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처분주의가 용될 수 없는 국가형벌권 존부  범 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 차는 당사자처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험하고 신 에 신 을 기할 문제이다.    

피의자 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과 한 련을 갖는 이런 통지와 송달 련 

제반규정들은 매우 긴요한 제도인데, 자문서의 수, 발송, 송달, 도달 시기 등은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입법화한다고 하여도 여러 문제 들이 존재한다.

 

형사사건 내용은 당사자에게 있어 매우 요한 사생활과 련된 비 스러운 내용인

데 자문서, 자우편, 휴 폰 문자서비스 등으로 통지나 송달을 받는다고 할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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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철 히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만일 자문서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야 하며, 독이 어려운 경우에 송달시기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피의자나 피고인 등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송달의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메일 등을 송달받았어도 고의 으로 이를 열어보지 않는 경우는 어

떻게 할 것이지, 제3자가 임의 으로 송달 는 통지를 확인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경우 

피의자 등의 권리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지, 자  송달 는 통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약식명령서나 재 서의 출력을 허용할 것인지, 출력한다고 할 경우 

∙변조 방지가 가능한지, 출력할 경우 등본성을 인정할 것인지, 자문서로 항소(상

고)나 정식재 청구, 항소(상고)이유서 수 등을 할 경우 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

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한 확실한 해결책과 안도 존재하지 않고, 법률규정도 없

는 상태에서 형통망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내지 권리 보

장에 심각한 장애와 침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신 하게 재고되어야 한다는 을 지 하

지 않을 수 없다.            

3. 행 개인정보 보호 련 법률에서 본 문제  

 형통망 사업에 해 한국 산원의 2004. 4. 21.자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서는 ‘형사사

법 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 신상에 한 정보가 다수로서 이를 통합DB 형태로 구축

∙ 리하려는 방안은 보안상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 필요’라고 정확히 

지 하고 있다.

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통합DB를 통해 범죄경력, 각종 진술조

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등 증거서류들을 모두 볼 수 있어, 피의자의 주민번호, 

본 , 주소, 운 면허 계, 차 , 건강상태, 피의자의 가족 계와 인 사항, 이성 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 등까지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인 사항과 민

감한 성폭력 등을 포함한 피해내용, 범죄 장 사진, 심지어는 통장과 재산거래 내역까

지도 모두 볼 수 있어 이 에 문제된 교육인 자원부의 NEIS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

발성을 지니고 있는 알짜배기 개인정보들이다.

 

이토록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통합DB에 장하면서 사용한다는 것에 한 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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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민감한 주제에 한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해서는 반드시 국가인권 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필수 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  과정도  

없었으며, 결국 한국 산원의 지 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더욱이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자 PC가 내∙외부망에 동시 속되어 있어 민감한 신

상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량으로 유출되어 악용될 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완

벽한 보안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형사정보 공용시스템들도 지극히 

제한 으로 업무에 필요한 범  내에서만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경찰청에서(수사과-3215) 개인정보침해 방지  자료보안 책에 하여 추진

단에 공식 질의를 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사실은 추진단의 안이한 인권의식과 

함께 개인정보침해 방지 등에 한 책이 없다는 사실을 반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형통망 구축사업은 자정부 로드맵 31  과제로 추진되었고, 따라서 자정부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  법은 자정부의 구 을 한 사업을 진시키고, 행정기 의 생

산성∙투명성∙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 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정부법 제1조)

자정부법의 목 에 따라 행정기 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 과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동법 제11조), 행정기 이 보유∙ 리하는 정보

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12조), 행정기 은 민원사항의 처리를 하여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 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등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련한 법률로는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

보보호법이 있는데, 형통망 사업에 련된 사항만을 검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를 들 수 있다. 동법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 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 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 외의 목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 에 제공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외로 제6호에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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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제7호에서 ‘법원의 재 업무수행을 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와 같은 ‘ 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살펴본 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련 조항을 토 로 형통망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장하고, 공동 이용하는데 법률 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2항 각호의 외사유는 무 포 이어서 개인 정

보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형해화한다는 비 과 함께, 동법의 목 이 컴퓨터에 의하

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을 종합해 볼 때 동조 제6호의 규정은 제한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 따라 자정부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공동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는 범죄

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최소사항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 최소사항을 제외한 구체 인 개인정보 컨 , 피의자 가족 인 사항, 차

, 이성 계, 재산, 종교, 단체가입, 병역 계, 특히 피해자 련 사항 등의 개인정보들

은 형통망에 구축하여 장∙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와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수사의 속성으로 인하여 독립 으로 분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다. 컨  융정보 사항이 재

산죄에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듯이 이러한 

민감한 알짜배기 개인정보들이 수사나, 공소제기  유지에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개개의 사안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불필요한 정보

를 범 하게 포 하는 재의 형통망 구축과 개인정보의 장  활용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한 행 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할 때만이 자정부법이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는 목 에 부합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유목  이외의 목 으로 사용을 

지하고 있는 목 구속원칙의 취지와 정보주체 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보유목  구속원칙이 용되는  등에 부합하는 조화

로운 해석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행법의 해석으로는 형통망 사업이 추진∙완료되어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



- 65 -

장∙공동활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가사 법률을 새로 만든다고 할지라

도 과잉 지의 원칙에 반하는 헌  요소로 인하여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자정부법에 의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한 목 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 하고 있는 수사∙재 ∙재 의 집행에 

계되는 형통망 사업에 있어 개인정보와는 질 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을 

명심해야 한다.

 

지 까지 추진단은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에 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안도 제시한 바가 없고, 개인정보 문제에 한 

비 이 증되자 최근에 이르러 자문서 이용에 한 법률과 정보 공동활용과 개인정

보 보호에 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문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통합해서 장∙보유하고,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옳은

지에 하여 근본 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형사사법 기 간의 수사공조와 집행을 하여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정보

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악한 후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범  

내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엄청난 정보를 집 하는 통합된 하나의 DB를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일수록, 공개하기 꺼려지는 정보일수록 각개의 정보는 각 기 에 분리∙

분산되어 보 하고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재까지 분리 처리해왔기 때문

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도 되새겨 보아야한다.  

 

4. 차, 산, 효율성 등의 에서 본 문제

가. 정보공유 범   주체의 불명료성

형통망 사업에 하여 한국 산원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정보 상호연계  공

동 활용에 있어, 기 간 의 없는 사업진행은 차후 산투자 비 시스템 구축의 효과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가게 되므로, 사업추진에 앞서 기 간 정보제공에 한 합의

를 도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이라고 지 하고, 아울러 ‘ 계기 간의 연계정보 

 황뿐만 아닌 지 까지 연계되지 못한 사유(시스템 , 법∙제도 , 기  고유의 특

성 등)에 한 명확한 검토가 사 에 있어야 하며, 기 간 의 없는 사업추진은 향후 

시스템구축에 향을  수 있음’이라고 구체 으로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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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 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02. 1.까지 법무부가 주 하여 실시한 

‘사법기 간 형사DB 공용망 구축’ 사업에서 계기 간 정보가 연계되지 못한 사유에 

하여 근본 인 성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통망 사업추진 출발부터 지 에 이

르기까지 각 부처간 공감  형성  정보공유의 차와 방법, 형통망 사업 완료시 운

주체, 정보공유 범  등에 하여 어떤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 

이다.

이는 추진단이 先 사업범 의 명확화, 後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본 인 원칙을 무시

하고, 先 사업망 구축, 後 정보공유 추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형통망 사업완료 후 운 주체가 결정되지 못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보 의 한계, 

정보의 오류  수정에 한 책임, 시스템 유지책임, 개인정보 리  유출에 한 책

임 등도  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형통망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보 수집∙ 장∙활용  공유의 

범 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졸속 추진되는 결과는 결국 국가 산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천문학 인 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 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산원은 한 에서 언 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검찰을 심으로 형사사법정

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통합  공유 방향에 한 계기 간의 

의견수렴 차를 통한 계기 간 사업 방향에 한 공감  형성이 필요’하고, ‘목표 

시스템 개념도가 검찰청 내부시스템을 설명하는 의미로 보이므로 각 기 간 업무 연

계 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자정부 로드맵 과제 취지  범 와 부

합하지 않는 검찰청 내부정보화를 한 사업 등에 한 설명은 제외할 것’이라고 지

하고 있다. 

이런 지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형통망 사업이 참여기  체의 에서 합의를 

바탕으로 효율 이고 민주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덧

붙여 재 형사소송법상으로 자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형통망 사업

을 통해 막 한 정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이  근거 없는 주장

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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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 민원서비스의 문제 

형통망 사업에 있어 국민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국민서비스 내용이 구체 으로 무엇인지 나타난 바가 없으며, 

재 각 기 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와 다른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만일 다른 

이 있다면 유일하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각 기 간 합의만 존재하면 재의 시스템 하에서도 충분히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그 로 놓아둔 채 새롭게 이 으로 

산을 낭비하면서 별개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다.

재도 각 형사사법 기 들은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경찰, 

검찰, 법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든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 민원서비스의 변모된 모습이라는 것이 단지 각 기 의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단 몇 의 one-click 시간의 약을 의미하고, 민원서

비스의 질  향상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실제로 형통망 사업이 추진되었던 1단계 1차 경찰 사업에서 재 경찰이 운 하고 

있는 사건 리 시스템을 그 로 옮기는 수 으로 진행되어 천문학 인 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서비스의 새로운 내용도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 SMS(휴 폰 메시지 통지)로 사건진행 상황을 통보하고 온라인으로 사실확인

원을 발 하고 있음에도 거꾸로 형통망 사업에는 이런 SMS 장비도  포함되어 있

지 않아 기존의 SMS 서비스마  차질이 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추진단의 국민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주장은  

형통망 사업을 선 하고 정당화하기 한 방편의 하나로서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다.  

다. 기존 시스템 활용 부족으로 인한 산낭비

술한 한국 산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99-01년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한 

형사사법범죄수사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사업과의 복성 검토 필요’, ‘To-Be 모델 수

립시 기존 정보자원 극 활용 필요’라고 지 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을 극 으로 활

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형통망 사업은 이런 지 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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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통망 주요 참가자인 경찰은 형사사법 기 간의 정보 공동활용 문제는 기 간 

합의만 되면 기 구축된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경찰수사의 핵심시스템인 범죄정보 리시스템(CIMS) 기능을 상

실  하는 등으로 산낭비를 래하며, 기 의 고유한 독립성과 인권침해 우려가 높

은 통합 방식보다 기 간 연계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곧 주장해왔다.(차제에 경찰의 

범죄정보 리시스템에 집 되어 있는 각종 정보 수집∙ 장∙활용의 법성이나 문제

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에 검찰청 신기획과(05. 10. 31. 자 보고서)도 ‘각 기 의 기존 시스템을 폐기

하고 통합 산센타로 재구축시 복투자에 따른 산 낭비, 운 의 어려움, 수사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업에 한 심도 있는 재검토 필요’라는 견해를 피력

하 고, 법무부(교정과-8593, 05. 10. 31.)도 ‘고유 업무에 지장을 래, 오히려 업무 가

 불편, 통합시스템의 성공은 고유시스템의 효과 인 운 이 제되어야 함’이라고 의

견을 밝혔었다.

검찰은 이런 각 사업 참여기 의 진지한 견해를 존 하지 않고, 오히려 통합DB 시

스템이 연계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산이 감된다고 주장하면서, 통령 보고시 통합

DB 방식은 산이 총 1,551억 원이 소요되고, 연계방식으로 가면 2,462억 원이 소요된

다고 하 다.

그런데 이런 산출 방식에 하여 당시 사업자인 LG-CNS는 구체 인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 7. 2.자 BPR/ISP 간 산출물에 따르면 연

계방식이 534억 원으로 통합방식의 1,028억 원보다 오히려 더 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소요 산이 통령 보고 때 뒤바 고 증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경찰의 기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경찰수사의 핵심시스템인 사건 리시스템(PIIS)이 

분리되어 자지도, 범죄분석, 범죄통계, 수사정보 등 잔류시스템에 성능 하가 우려되

고, 단순히 사건 수에서 송치까지만 리하는 형통망 시스템으로 인하여 경찰 고유

역인 첩보  평가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업무 이원화가 실화하고 있고, 선

거사범, 수사평가, 수배, 원콜 검색(주민, 차 , 지문, 면허, 수법 등 10가지 정보를 동시 

검색하는 시스템) 등을 이용할 때 경찰 사용자가 형통망 시스템과 경찰청시스템에 이

 속해야 하는 계로 업무의 연속성 단 과 불편을 래하고, 일선 사용자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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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 시스템과 별도로 일반 행정업무용 자결재시스템을 이 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술한 바와 같이 국의 CJIT,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JNET, 미국 콜로라도주의 

CICJIS 선진 사례도 한결같이 통합이 아닌 연계시스템을 갖고 운 되고 있고, 정보유

출의 험성과 인권침해 요소 때문에 통합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선진 사례가 성공한 이유는 사업실시 에 정보공유 상과 차를 명확하게 

하 고, 운용하는 기 의 독자성은 최 한 반 함으로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 고, 

통합보다도 연계 방식을 취해 산을 감하 다는 공통 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형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드러난 장 은  취하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 

활용 주장은  무시된 채 통합 방식으로 강행되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다.

라. 경제  기 효과 의문

추진단은 형통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의 범죄경력조회가 

행 3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등으로 사건 1건당 처리시간이 8.6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연간 554억 원이 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산출근거를 보면 서울 2개 경찰서의 단순 음주운  사건 몇 건 만을 기 으

로 작성된 자의 이고 과장된 통계방식으로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경력조회는 이미 

산화되어 실시간으로 처리 임에도 마치 이를 형통망 구축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

다. 

한 사건별 기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1개 사건당 수작업 5분, 산화 3분의 각 시

간 감, 기 별 기 효과에서 1개 사건 당 수작업 5분, 산화 3분의 각 감된 시간

이라는 것도, 사업계획서에도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단지 가정을 통해 추정한 내용으

로서 무엇을 기 으로 그와 같이 가정하고 추정하 는지 객 으로 명확한 기 을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자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로 수사기

에서는 온라인 작업은 온라인 작업 로 진행하고, 오 라인 문서화작업은 기존의 문서

화 작업 로 여 히 병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만 이 으로 가 시키는 결과를 래하

여,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 경제  비용만 증가할 뿐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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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 조직 등으로 인한 산낭비

①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참여기 간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  다른 운 조직

이 필요한데 연계방식을 취할 경우 각 기 별로 책임운 을 하게 되어 별도 조직이 필

요치 않고 기존 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형통망 구축에 따른 운 조직에 한 외부 컨설  결과, 통합시스템 지원을 해 약 

80명의 별도 정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의 추가 인 산 발

생과 낭비라고 보이는 이다.

② 형통망 구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 소요비용도 한 고려치 않고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컨  회선 사용료, 로그램 사용료, 력 공사비, 네

트워크 장비 등 기 내 추가 소요되는 경비 등도  고려치 않고 진행됨으로써 추가

인 산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이다.

③ 형통망 사업에서 수사서식의 간소화를 통해서 일선 경찰 의 업무부담을 경감 시

켜 다고 밝혔으나 1차 사업이 종료되었어도 단 1개의 서식도 통폐합되지 않은 채 기

존의 수사서류를 그 로 산화한 사실에서도 본 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Ⅲ. 결론 : 정책  제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

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과잉 지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아무런 법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법치주의에도 반하는 헌 인 사업으로 단되며, 국

제인권법  측면에서도 합법성, 공정성, 안정성의 결여 등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본 논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한 형사소송법의 3  이념으로 일컬어지는 실체진실주의, 정 차원칙에도 반

한 채 오로지 능률과 효율성의 이념만을 앞세워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단되고, 지

과 같이 형통망 사업이 추진되어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을 구 한다고 할지라도 

행법에서는 자문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천문

학 인 자 이 소요된 형통망 사업은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다.

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자정부법의 해석상으로도 형통망이 형사 피의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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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보 ∙공동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

고, 추진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도 오히려 형통망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세로 조성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자문서의 증거

능력 문제로 인해 구축이 완료되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기존의 시스템을  활

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산낭비 문제, 국민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의 허구성, 형통망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나타는 경제  효과의 과장 내지는 허구

성 문제,  다른 운 조직 등으로 인한 추가 인 산 소요문제 등으로 볼 때도 형통

망 사업은 매우 비 실 이고 무모한 사업 내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인다.

형통망 사업이 완료되어 체 형사사건의 50%를 넘고 있는 약식 차에 자문서를 

이용한 자재 을 실시하면 처리 기간이 획기 으로 빨라져 당사자  국가 소송경제

에 기여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선 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42), 여기에도 매우 험한 문제 이  존재한다. 

먼  ① 약식 차도 엄연한 형사 차이며, 단순한 채권∙채무 계 등 私權 계에 

하여 당사자처분주의를 인정하는 민사 차와 달리 형사 차는 국가형벌권 존부  

범 를 결정하는 公權으로서 그 내용이 본질 으로 다르고, 신 을 요하는 차이다. 

따라서 2006. 10. 제정된 ‘독 차에서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과 같이 특별

법을 만들어 용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며, ②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인을 처벌해서는 아니된다는 소극  실체진실주의가 용되는 법리를 

고려할 때 자문서 특성에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 과 피의자 권리보호에 특단의 책

도 없는 상태에서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의 험성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

으며, ③ 공 심주의가 재 형사 차의 핵심 이고 바람직한 개  방향인데 오히려 

약식 차에 있어 특별법을 만들어 자문서에 의한 자재 을 실시할 경우 이는 오히

려 공 심주의에 역행하는 방향이며, ④ 약식 차에서 다수 사건은 도로교통법

반, 폭력행  등 경미한 법률 반이나 행정법규 반 사범으로 악되고 있고, 검찰은 

통상 한 법규 반에 해당한다고 단하는 사건들은 공 차에 회부하고 있다. 공

차에 회부되는 이런 사건들은 형통망이라는 DB에 수사부터 재  종결 이후 형집

행 단계까지의 내용을 자문서로 보 하지 않고 오히려 지 처럼 오 라인 재 을 받

고 수사∙재  기록이 분산 보 되어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가 어지고, 오히려 

42) 장규원, 약식 차에서의 자문서 이용 등에 한 법률안 논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주  

형사 차에서의 자문서 이용에 한 법제도 세미나,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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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법규 반 사범은 오히려 형통망 DB에 보 되어 개인정보 침해  유출 우려가 

높아진다면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매우 부당한 결과로서 수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이 있고, ⑤ 이미 술한 바와 같은 자문서에 한 많은 법리  문제가 있어 

찬성하기 어렵다. ⑥ 재 약식 차에서의 처리 지연 등의 문제는 각 기 의 업무 개

선과 조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보이는데 개선방향을 모색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우려가 심각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욱이 추진단에서는 형통망 사업에 한 비 에 하여 공공연하게 일단 형통망 사

업을 추진 완료한 후 법률을 만들면 되지 않으냐는 자세와 발언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천문학 인 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구보다도 

법을 수하고 지켜야 할 국기기 은 마땅히 법률 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타당

성을 엄정하게 검증한 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무도 자명한 요구임에도 이를 무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자문서 이용에 한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 공동이

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 라고 

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 의 추진단의 자세를 보면 자화 문제를 형사소송의 지고지순한 이념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느낌마 도 든다. 형사소송의 자화 문제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

하는 수단이지 결코 목 이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랜 역사  경험과 투

쟁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형사 차에 한 규정들과 원칙, 체계를 송두리째 면 으

로 뒤흔드는 발상과 시도는 매우 험한 것으로 보이며, 추진단에서 제시하는 종이 없

는 소송 차의 추구가  이념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자화를 한 자화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결국 재 추진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의 헌성, 법성, 사업의 타당성 결여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할 때 형통망 사업은 지되어야 하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그 피해는 

온 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

한 이미 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여 개인정보 사 향평가제, 행

정정보 공동이용에 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시 한 과제라고 단된다.

공리주의자 제 미 벤담은 1791년 원형감옥 높티콘(Panopticon)을 제안하 는 바, 

이는 원형감옥 바깥쪽에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앙에 죄수를 감시하기 한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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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두며, 죄수의 방에는 햇볕을 들이기 해 밖으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

한  다른 창이 있어,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앙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에게 항상 

포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녁에는 죄수의 방에 불을 밝힘으로써 방을 밝게 

유지하고, 앙감시탑의 내부가 항상 어두워 간수를 볼 수 없고,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

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도록 한다.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채 항상 보이기만 하

고, 간수는 보이지 않은 채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의 원형감독을 말하

다.

이후 미셜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과 감시’라는 서에서 감옥이나 공장이나 

학교, 군 나 병원과 흡사하고, 이런 모든 기 이 감옥과 닮았다고 악하면서, 높티

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 명의 결과로 나타난 자감시와 흡사하다고 주장하여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는 바, 1970년 들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일

상화되면서 결국 정보사회가 정보감옥을 낳았다고 단하 다. 국가  컴퓨터 시스템

의 도입과 함께 감옥만이 아니라 범죄통제라는 기능의 총체가 높티콘과 흡사한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자 높티콘에 갇 버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본다.

즉 푸코는 감옥을 해 설계된 높티콘이 사회 반 인 통제와 규율의 원리로 확

산되었으며, 높티콘이 혼의 규율을 가능하게 하는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권력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었다고 해석하 고, 개인에 한 권력의 통

제가 ‘육체 인 형벌’에서 산업자본주의와 인간형에 합한 ‘ 혼에 한 규율’로 바

었음을 상징 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하 다.43)

푸코의 지 처럼, 만일 형통망 사업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무제

한으로 수집∙ 장∙활용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이는 완벽한 정보감옥이 탄생하고,  

국민은 정보수집의 상  객체로 락하고, 마침내 국가는 거 한 감시체계의 틀을 

완성함으로써 감시사회, ‘빅 라더 사회’를 완성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정보가 분산되

어 있으면 인격체가 될 수 없으나, 개인정보가 많이 통합될수록 국가는 개인정보를 입

체 으로 재구성하여 개인의 인격과 반 인 삶을 잘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만큼 통

제와 감시가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보는 분산 취 되어야하고, 그럼으

로서 인간이 인격의 주체로서 라이버시를 향유하며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정보사회를 꿈꾸고, 국가도 정보사회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43) 홍성옥, 높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27면, 5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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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한 정보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는 인간

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사랑 등의 보편  가치질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 

제에서 의심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 한 형통망 사업이 완결되면 감시받는 사람의 라이버시

와 인격권은 물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게 되어 민주주의는 

억압될 것이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리  통제, 평가가 수행될 경우 다시 민주주

의는 왜곡되고 병들게 될 것이며, 푸코가 말한 정보감옥 사회, 인간의 혼을 규율하는 

국민 감시기구의 1차  완결 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아무리 인간의 인권을 부

르짖어도 이는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올 것이다.

범죄 없는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국가가 

거 한 정보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공학은 필연 으로 체주의에 매몰될 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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